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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국경분쟁의 현황 고찰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인
도군은 중국군이 둥랑 지역에 도로건설을 하는 것

지난 1962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이후 다시금

은 실리구리 회랑 확보를 통한 인도군 견제로 인식

국경문제를 놓고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다. 금

하는데 반해 중국군은 자국 영토에서 정당한 도로

년 6월초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

건설이라며 인도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1) 결국

는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지역에 중국군이 도로

둥랑 지역의 도로건설을 놓고 중국군과 인도군 간

건설을 시도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

갈등이 격화되자 중국 국방부는 “인도가 1962년

로 보자면 지난 2012년 인도군이 둥랑 지역에 벙커

중인 전쟁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전쟁 선동을 중

두 개를 설치하고 국경 감시를 시작하면서 중국군

단할 것과 중국군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

과 보이지 않는 긴장과 마찰이 줄곧 있어왔다. 이후

가 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강력히 경고하였다.

금년 6월 1일 중국군이 둥랑 지역 내 인도군 벙커

이에 인도 국방부 역시 “1962년 인도와 오늘의 인

두 개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인도군이 거부하

도는 완전히 다르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며

자 불도저를 동원하여 강제로 밀어버리고 도로공사

즉각적인 중국군 철수와 공사 중단을 촉구하였다.

를 시작하였다. 중국군의 도로공사가 시작되자 인

이를 반영하듯 인도군은 둥랑 지역에 약 5만 5,000

도는 약 3,000 여명에 가까운 병력을 둥랑 지역에

여명 규모의 14개여단으로 구성된 1개 군단급 부

급파하였으며 중국군 역시 병력을 증파하면서 급기

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에는

야 양측 군인들이 뒤엉켜 투석전과 육박전까지 벌

1개 군단급 부대 약 4만 5,000 여명 규모의 병력을

였다. 여전히 인도군은 즉각 공사 중단과 중국군 병

배치시켰다. 이들은 인도군 산악전투를 주로 맡아

력 철수를 중국군은 공사 방해 중단과 인도군 병력

하는 제33군단 산하 17사단, 27사단, 20사단, 63여

철수를 주장하여 군사적 긴장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단, 112여단이 중심축을 이루고 여기에 제3군단 산

중이다.

하 112여단과 56사단, 57사단, 제2산악사단까지도
추가 동원되었다. 특히 인도군은 험준한 산악지형

인도군은 중국군이 둥랑 지역에 도로건설을 하는
것은 실리구리 회랑 확보를 통한 인도군 견제로 인식
하는데 반해 중국군은 자국 영토에서 정당한 도로 건
설이라며 인도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 많고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러시아
신형 T-90S 전차, 미국의 AH-64E 최신형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와 M-777 경량 곡사포, CH-47F
치누크 헬기, 최신예 다목적 전투기 Su-30MKI,
요격 미사일 아카시(Akash), 초음속 스텔스 크루

일명 닭의 목이라 불리우는 둥랑의 실리구리 회
랑은 인도의 북동부와 나머지 지역을 분리시킬 수

즈 미사일 브라모스 등도 대거 배치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군도 약 30만 명에 가까운 병력

1) 중국-인도-부탄 3개국은 지난 1890년 청나라와 영국사이 체결된 티베트-시킴조역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카라(둥
랑) 지역의 국경선 위치를 놓고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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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둥랑 부근에 배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서부군

국 8월 28일 중국과 인도는 두 달여 가까운 군사적

구 산하 76집단군은 간쑤성과 칭하이성 부근 치롄

대치를 종료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

산(祁連山) 일대에서 실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연합

해 인도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번 사건을 평화

군사훈련을 벌였다. 특히 서부군구 소속 76집단군

적으로 해결한 것이 중국과 인도의 이익에 부합된

은 주로 티베트와 인도국경을 담당하는 부대로 탱

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역시 도클람(둥랑)지역에서

크와 자주포, 미사일, 대전차 로켓포, 철갑탄, 살상

대치하고 있는 국경병력을 신속하게 철수하기로 합

폭파용 유탄 등과 같은 각종 첨단 중화기로 중무

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의 갑작스러운 병력

장한 지상군과 공군이 총동원되어 중-인 국경 산

철수 발표를 놓고 일부에서는 조만간 중국 복건성

악지대 진지와 참호를 파괴하는 훈련을 벌였다. 이

샤먼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회의를 앞두고 중

어 서부군구 산하 77집단군 역시 10여개 기갑부대

국과 인도 정부간 모종의 비밀 거래를 한 것 아니냐

및 포병부대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격훈련을 진행하

는 분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였다. 이미 중국은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
여 24시간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 반응군 약 6개사
단, J-10와 SU-27 전투기, 수송기, 공중조기경보
기, 최신예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A와 DF-21C
도 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인도 모두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경우 서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외교적 해법을 통해 국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데
원론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중국과 인도가 둥랑 지역을 놓고 첨예한 국경분쟁
을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914년 3월 티베트와
영국사이 합의된 심라조약에 의거 국경선이 그어진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으로 사실상 티베트 영
토 일부였던 아루나찰 프라데시가 영국령 인도영토가
되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는 대규모 병력을 둥랑지역에
배치하여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티베트 무력 침공 이후
대다수 티베트불교를 믿고 있는 부탄은 중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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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과 인도 모두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협으로 인해 1948년 인도와 군사안보조약을 맺고

경우 서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

모든 외교와 국방을 인도에 일임하였다. 결국 부탄

이 높아 결국 외교적 해법을 통해 국경문제를 해결

의 외교국방을 책임지고 인도는 모든 수단을 총 동

해 나간다는데 원론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중국과

원하여 중국군을 둥랑지역에서 철수시킬 수 밖에

인도간 합의를 볼 수 있었던 이유를 보자면 현재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 인도가 둥랑 지역을 놓고 첨

인도군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약 10일간만 쓸 수

예한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914

있는 분량의 실탄만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기 수도

년 3월 티베트와 영국사이 합의된 심라조약에 의거

중국 전투기(약 2배 차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

국경선이 그어진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으로

이다. 여기에 인도군의 전체 국방예산(약 510억 불)

사실상 티베트 영토 일부였던 아루나찰 프라데시가

은 중국의 1/3 수준에 불과해 국지전에서 벗어나

영국령 인도영토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인도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면 상당한 대내외적 압력에 직

는 맥마흔 라인을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으로 규정

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19차 당 대회를 앞

한데 반해 1951년 티베트를 무력 합병한 중국은 과

두고 인도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

거 제국주의에 의거 강제로 이루어진 맥마흔 라인

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이자 새로운 지도부가 선

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티

출되는 상황에서 인도에 대한 무력공격은 각종 대

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자치독립을 줄

내외 문제들을 일거에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

곧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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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왕에 대거 이주하여 분리독립 활동을 벌이고 있

소규모로 전개되었던 양국간 군사적 충돌은 1962

다. 따라서 중국은 둥랑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아

년 중국이 인도를 전격적으로 침공함에 따라 중-

래 귀속시키면 티베트 분리독립 활동을 완전히 무

인 전쟁이 발발하였다. 양국이 전쟁을 벌였던 인도

력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인도에 대한 강한 견제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루나찰 프라데시라지역은

도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인도는 아루나찰 프라데

면적 8만 3,743㎢(인구 약 138만명)에 북쪽은 중국

시주 거주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조직을 직간접적으

티베트 자치구(중국과 국경길이는 650km), 남쪽

로 지원하면서 중국의 역내 패권적 영향력 확대를

은 인도 아삼주와 나갈랜드주, 동쪽은 미얀마, 서

저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쪽은 부탄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1962년 10
월 20일 중국군은 3개 사단을 동원하여 개전 7일

중국은 둥랑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귀속시키
면 티베트 분리독립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
으며 동시에 인도에 대한 강한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
다. 반면 인도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거주 티베트 분
리독립 운동조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의
역내 패권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만에 160km를 진격한 이후 중국 영토로 규정하였
으나 인도가 거부하자 11월 18일 다시금 2차 공격
을 일으켰다. 당시 양국간 전쟁으로 인해 인도군 약
3,000명이 사망하고 약 4,000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반해 중국군은 약 700 여명이 사망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군은 중국군과의 약
40일간 전투에서 패하면서 중국은 일방적 휴전을

중-인 국경분쟁의 원인과 안보적 함의

선포한 이후 양국의 영향력을 분리하는 실질통제선
(LAC: the Line of Actual Control)까지 철군하였

중국과 인도 모두 식민통치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이후 1950년

으나 결과적으로 인도는 국경분쟁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규모의 영토를 중국에게 빼앗겼다.

대 초중반까지 상호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는 티베트 달라이 라마 망명

1949년 중국 성립 이후 비사회주의 국가들 중 인도

정부 문제 및 국경분쟁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

가 가장 먼저 중국을 승인하였으며 ‘평화공존 5원

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양국간 가장

칙’ 공동 제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관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둥랑 지역 국경분쟁의 경우

를 줄곧 유지하였다.2) 당시 중국과 인도가 우호적

에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다. 아울러 중국이 인도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박

인도 모두 신생 독립국가로 대내외차원에서 정치-

차원에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를 포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필요하였고 동시에 네

위하는 소위 ‘진주 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루(Nehru)가 주창한 아시아

중심사상3)에

대해 중

을 추진해 나가자 인도 역시 미국 및 일본과의 관

국 역시 미소 냉전구도 질서에 적극 대항하고 맞서

계 강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지난 6

는 차원에서 인도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월 인도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

그러나 1959년 티베트의 반 중국 봉기이후 달라

담에서 “현재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 어느때 보

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지도부들이 대거 인도

다 강하고 좋다”고 언급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벵

로 망명하고 국경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 관계

골만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미일인 3개국 연

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더욱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합해상훈련인 ‘말라바르(Malabar) 2017’을 실시했

2) 1950년 4월 1일 중국과 인도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51년 UN 총회에서 중국을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1950년대 초중반까지 비동맹의 중심국가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3) 당시 네루 총리는 “중국과 인도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자 미소냉전체제 구조 하에 양국이 합심하여 협력한다면 미소 모두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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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지와 군함 등도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7월 25

의 잠수함 위협을 상정하고 포위/파괴 훈련 형태로

일 중국 글로벌 타임즈 사설에서는 향후 중국의 군

진행되었으며 인도는 항공모함 비크라마딧챠(INS

사적 영향력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거 중국의 에너

Vikramaditya), 미국은 니미츠(USS Nimitz) 항공

지 수급 및 경제권 보호, 항행의 자유 등의 명분에

모함타격전단, 일본은 헬기항모 이즈모(JS Izumo)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등 최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되었다. 최근 미-일-인
3개국 안보협력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것은 결
국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상정해 두고 있기 때
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지위를 넘보기 시작한

인도는 자국의 전통 세력 범위에 대한 중국의 급격
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일
본, 아세안, 호주 등과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힘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동/남중국해와 센
카쿠 영토 갈등을 벌이는 일본은 미국, 인도와 같

한편,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은

은 강력한 후방이 필요하며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이슬람 테러활동의 주요 근거지이자 중국의 티베트

분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일

(시장/西藏) 및 신장(新疆) 분리독립 단체들에게도

본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의 안
보적 불안정성과 위협은 티베트와 신장 분리독립

미국은 자국의 패권 지위를 넘보기 시작한 중국의
힘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동/남중국해와 센카쿠 영토
갈등을 벌이는 일본은 미국, 인도와 같은 강력한 후방
이 필요하며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분쟁 등에 적극 대
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협
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체들의 테러활동을 부추겨 내부적 갈등과 분열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중국의 일부 테러조직원들
이 지하드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파키
스탄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알카에다, 탈레반, IS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들과 연계하여 테러활동
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4) 이들은 파키스탄, 아프가

더욱이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인

니스탄, 시리아 등지에 있는 비밀훈련캠프장에서 각

도양의 해상통로 및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

종 테러훈련(암살, 폭탄제조, 사보타지 등)을 받고

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을 통해 대내외적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영향력을 적극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14년

중앙아시아, 중동 등)까지 침투하여 테러활동에 참

시진핑 주석은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를 순방하여

여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에

몰디브와는 해양협력과 기초시설 협력을 강화하기

최근 중국은 테러 공격의 사전예방차원에서 공안

로 하고 스리랑카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항구도

부, 국가안전부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 산하 특수

시 건설 공동추진,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공동 개발

부대들도 최전선에 배치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

등 매우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펼쳐나가는 중이다.

기 시작하였다. 이미 인민해방군 산하 대테러 특수

이에 최근 인도는 자국의 전통 세력 범위에 대한 중

부대 요원들은 다양한 대테러 특수훈련(항공기/버

국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

스납치 대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부대는 중

서 미국, 일본, 아세안, 호주 등과의 전략적 관계를

앙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서 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파키스탄

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소탕 작전 및 조직원

의 과다르항 운영권을 중국이 확보한 이후 해군 기

체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4) 2007년 이후부터 ETIM은 탈레반, IMU(Islamic Movemnet of Uzbekistan), 알카에다 등과 같은 중동 이슬람 테러조직들로부
터 은신처 제공, 각종 테러훈련, 무기 및 자금 등을 지원받기 시작하였다. 최근 일부 정보에 의하면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일부
위구르족 젊은이들이 IS 조직원으로 가장하여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에 참여한다는 정보까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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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중국의 핵심이익 범위를 대
만, 티베트, 신장, 동/남중국해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경제발전, 영토수호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핵심이
익까지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향후 역내 정세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미, 한미일,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인도와도 긴밀한
정치-경제-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차원의
역내 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약 10% 이상의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군사력의 현

향후 역내지역에서 전쟁과 같은 극심한 무력충돌

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없이 중국의 부상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구상하

이미 중국은 적극적 방어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전

는 새로운 안보질서가 도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

역(campaign)급 작전능력을 갖춘 역내 패권국가로

할 수 없다. 특히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지

의 전환을 적극 도모하면서 역내 안보질서는 상당

배체제 강화에 따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

한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시진핑 지도부는 기

民族偉大複興)과 중국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보다

존 중국의 핵심이익 범위를 대만, 티베트, 신장, 동/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전략이 가속화되면서 미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경제발전, 영토수

국, 일본, 인도와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

호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핵심이익까지도 강조하

이다. 결국 역내 지역은 현 상태(status quo)유지에

기 시작하였다. 이번 인도와의 국경분쟁에서 볼 수

변화가 발생하면서 안보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갈

있듯이 중국의 핵심이익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 타

등과 대립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

협과 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후 역내 정세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주었다. 즉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미, 한미일,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인도와도 긴밀한

게 있어 핵심이익은 반드시 수호하고 성취해야할 국

정치-경제-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차원

가이익이므로 어떠한 국가도 중국의 핵심이익 추

의 역내 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

구를 저지해서는 안 되고 또한 방해할 수도 없다는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역내 질서 변화에 따른 각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종 안보적 도전과제들을 주관적이고 희망적인 시
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 바라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에 따
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과 중
국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보다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전략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일본, 인도와의 주도

보고 더 이상 소국적 마인드가 아닌 중견국 마인드
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로 다양한 시나리오별(북한
핵·미사일, 동/남중국해, 인도 문제 등) 대응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

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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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국제정세의 분석, 국가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학술연구 등의 주제
를 환영합니다.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
를 결정합니다. 게재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출판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세종연구소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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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길이로 제출하
되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국가전략』 ‘원
고집필요령’에 따라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요
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
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4(Tel),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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