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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경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 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두 개의 영역
에서 추진될 것으로 추론되는데, 첫째는 미국의 첨단군사기술의 지속
적인 우위 선점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강화하여 기술유
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적으로도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이 예상됨.
❍ 둘째는 향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있어
추진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글로벌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대중국 군사-안보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본질적인 질문을 낳게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전략을 선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음.

 지속 측면
❍ 시진핑 지도부는 첨단 군민겸용기술을 강화하려는 군민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대전략으로 한 층 격상시켜 빠른 속도로 추진
하고 있음.
❍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파하였고, 군민융합정책에 대한 위험성에 대
해 전략적으로 대응함.
❍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전략을 계승하고 있으
며, 중국의 방위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제-산업 가치사슬을 무력화
시키는 전략을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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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은 자체의 민수전환정책(Defense Conversion)을 강화하여
대중국 군사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추진은 미국의
국방부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임.

 변화 측면
❍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국방정책 중 하나
는 노후화 되었던 핵무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저위력(Low Yield) 핵무
기 생산을 통한 소량화, 경량화 작업을 본격화 하는 것임.
❍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강화로 인한 것
으로 중국이 군사혁신을 통해 조용히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역량
을 강화하여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을 확보한 것과 연계됨.
❍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국가전략지침서’ 에서 잘 서술하였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에 군비경쟁을 없애고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핵무기를 줄여 갈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함.

 중국의 군 현대화와 강군(強軍)의 꿈
❍ 2020년 10월에 폐막된 19기 5중 전회에서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
(創軍)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부국강병(富國強兵)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2021년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특색 강군의 꿈의 중요
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6.8% 증가된 1조 3,553억
위안(약 240조원)발표함.
❍ 중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첫째 노후무기 대체, 둘째, 중국군 복지향
상, 셋째, 미국의 군사안보적 도전대응과 군 현대화, 넷째, 첨단 군사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을 대거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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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군은 AI(인공지능), 양자정보,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과학기술이 빠르게 군사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능화(智能化)단
계 나아감.
❍ 향후 중국군은 2027년까지 기본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실현하고 2035
년까지 현대화(기계화 및 정보화)의 기본적 수준을 달성하는 개혁 일
정을 세워놓고 있어 2020년대 중반(2025~2027년) 높은 수준 전투력
보유가 예상됨.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첫째, 다자외교의 틀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안정을 모색하고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자 대화채널을 추진함.
❍ 둘째,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설득하여 중거리미사일을 비롯한 공격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보다는, 한국 스스로 군사역량을 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내적균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들
을 마련함.
❍ 셋째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정확한
대내외적 상황인식과 전략적 정세 판단 하에 각 사안 별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전략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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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국방-안보정책
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려는 새로운 변화로 나타남.
-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
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고, 실질적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1)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백악관의 국가전략보고서 및 국방부의 연례 의회보고서
등이 아직 출간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군사-안보정책 향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공식 담화
및 임시국가안보전략지침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이 필요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10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국방부 산하에 중국임무팀(China Task Force)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수개월 이내에 對중국 안보정책 관련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2) 이는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을 경쟁국 혹은
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음.
❍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2035년 중국 특색 사회
주의 현대화 달성과 2049년도까지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통해 중국식 사회
주의 강대국을 건설하여 군사안보에서도 세계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
력한 의지를 표명함.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한국의 대외안보정책 수립
에 있어 매우 중요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 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두 개의 영역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되는바, 하나는 미국의 첨단군사기술의 지속적인 우위 선점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강경정책을 계승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비하여 추진하였던 핵전략(Nuclear Policy)을
대폭 조정한다는 구상임.
1)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2)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to Department of Defense Personnel, Speeches
and Remarks, (Februar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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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새로운 미중관계 변화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낳게 하는데 첫째는
미국의 대중 군사안보정책의 지속과 변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는 이러한 미-중간 군사안보 정책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임.

Ⅱ.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책 조망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2021년 3월3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국무성 본부 벤자민 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방향성을 말해 주는 “8대 우선 대외정책 기조(8 Top
Foreign Policy Priority)” 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① 코로나19 팬데믹 관리를 위한 국내외의 협력 ②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③강압적이지 않은 유연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확산 ④유연한 이민정책
추구 ⑤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의 관계회복 ⑥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에
너지혁명 완성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⑦미국의 첨단기술 우위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⑧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인 중국에 대한 대응책 마련임
- 상기 대외정책 기조를 발표하며 중국과의 대응 관점에서 “미국은 경쟁을 해야
할 때는 할 것이며,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 협력할 것이나 적대적일 때는 반드시
적대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천명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의 지속과 변화는 거시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정리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과학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이
며 이를 통해 압도적인 전략자산의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핵정책 재조정을 통해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추구임.

가. 지속 측면: 중국의 군민융합정책 무력화와 미국의 첨단기술우위정책
❍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는 중국은 모방은 가능
하나 혁신과 창조는 어렵다면서 중국이 추진한 과학기술정책이 지적재산권 불법
도용, 기술이전 강요, 산업 스파이 등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3)
3) Kennedy, Scott, 2017, “The Fat Tech Dragon Benchmarking China’s Innovation Driv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hina Innovation Polic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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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첨단과학기술의 부상은 모방과 기술 이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과대평가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중국 군사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4) 미국 해군전쟁대학 엔드류 에릭스
(Andrew Erickson)교수는 미국도 군사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무기개발과 획득
체계를 개선하여 항공모함과 같은 화려한 무기 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
국과 같이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 개발 및 생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함.5) 이는
미국의 절대적 군사우위를 유지 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무기연구개발
및 획득(RD&A)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다짐임.
- 특히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산업은 물론이고 이와 연계된 민간
우주항공기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을 당(黨)-정(政)-군(軍)이 합심하
여 발전 시켜나가려는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우주항공, 공중, 해양, 핵무기,
사이버영역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 독점 체제에 중국이 점진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시진핑 지도부 역시 첨단 군민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강화차원에
서 군민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대전략으로 한 층 격상시켜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6)
❍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정책이 군사용도로 전환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파하였고, 미국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연례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수
산업과 민간산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군민융합정책의 위험성과 함께 상기 전략을
중국의 군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함.7)
- 특히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 연구 및 사업 활동을 벌이던 인민해방군 관련 인사들을
비자 연장 거부를 통해 대거 추방함.8) 2020년 5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4) 중국은 건국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선보인 580여개의 신무기체계가 대부분 중국의 자체 과학기술
역량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자주국방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5) Andrew S. Erickson, "Breaking Down the Pentagon's 2020 China Military Power Report: A
Quest for PLA Parity? National Interest, (September 2, 2020)
6) 이동민, “미중 경쟁 시대의 중국의 최첨단 방위산업 정책,” 김상배 엮음,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
업: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2, 한울아카데미, 2021년 3월
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0)
8) Edward Wong and Julian E. Barnes, “U.S. to Expel Chinese Graduate Students With Ties
to China’s Military Schools, New York Times, (May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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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전략적 접근 보고서(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ort)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약탈적 경제정책과 군사 확장 정책에 위험성을
제기하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9)
❍ 2021년 3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무역대표부(USTR)에서 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이 미국 회사로부터 불법으로 기술 획득을 하고 있으며, 불법 해킹 등을 동원하
여 민감한 상업 정보와 무역 비밀을 취득하고 있다고 규정함.10)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을 계승한 측면이 높음.11)
- 무엇보다 중요함 점은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방위산업과 연계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 경제-산업 가치사슬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책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각종 첨단과학기술이 산업정책과 국방현대화 정책과 함께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지적함.12)
○ 최근 미국의 국내 첨단 과학기술정책도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안보사안들과 깊게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함.13)
- 더욱이 블링컨 국무장관도 8대 외교우선과제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의 우위를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상정하였으며 3월12일에 개최되었던 쿼드(Quad) 정상회의
9)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20)
10)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March, 2021)
11)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Signing of an Executive Order on Supply Chains, White
House, (February 24, 2021)
12) 2021년 2월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는 2017년 7월21일에 서명한 행정명령
(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 입각하여 국방부도 방위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연례 산
업 역량 보고서(Annual Industrial Capabilities Report)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임.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의 기술문제에 대
해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관이기에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및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은 행정명령이 단지 산업적 영역을 넘어서
13)

군사과학 기술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임
Eileen Donahoe, “Top Technology Policy Priorities

for

the

New

Administration,”

Commentary, Stanford, Freeman Spogi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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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은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
였다는 점은 미국 정부의 첨단기술우위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함.14)
¡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부의 무기획득 및 예산을 관리하였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 제25대 국방장관을 역임하였던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前 국방장관은
국방비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각종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
으로 국방부가 보이지 않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15)
- 특히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미셀 플러노이(Michele Flournoy) 前 국방부 차관
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고수할 것이며 국방산업정책에 있어
서도 국방부 역할 다각화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16) 이는 첨단군사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의 역량 강화를
실현하여 중국에 대한 절대적 군사우위를 공고화 하겠다는 것임.

나. 변화 측면: 미-중간 ‘미사일 간극’ 현상과 핵무기 정책 재조정
❍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
정책을 수정하여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2018년 10월 20일에는 1987년 소련과 체
결한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조약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림.
-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핵전력을 파기한 가장 큰 동인중 하나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로 인해 미-중간 미사일 간극(Missile Gap)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체결할 당시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에게는 군사-안보적 위협은 아니었음
¡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비대칭 전략 강화 차원에서 미사일 전력증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둥펑(DF)-21C 및 둥펑(DF)-10의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
內 주한 미군 기지를 포함하여 일본의 카데나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춤
14)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Prime Minister
Morrison of Australia, and Prime Minister Suga of Japan in the Virtual Quad Leaders
Summit, (March 12, 2021)
15) Carter, Ash, Inside the Five-Sided Box: Lessons from a Lifetime of Leadership in the

Pentagon, Penguin Press, (2019)
16) Michele Flournoy testifies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DOD’s role in
the
competition
with
China,
Westexec
Advisors,
https://westexec.com/michele-flournoy-testifies-before-the-house-armed-services-commit
tee-on-dods-role-in-the-competition-with-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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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출간한‘2019년 중국 군사 및 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역내 미사일 역량 강화 및 반접근/지역거부(A2/AD)전
략차원에서 제1도련선내에서 상당한 억제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 더 나아
가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는 새롭게 변화된 시각이 대두됨17)
❍ 중국의 급격한 미사일 증강과 군사 역량 강화로 인해 미국은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되며 첫째는 중거리핵전략
(INF) 조약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 모색, 둘째는 미국의 핵무력 강화를 통해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는 방안, 셋째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무기개발을 통해
절대적 군사우위를 지속하는 방안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화 시도를 통해 중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참여할 것을 최소 3차례 이상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자국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미국과 러시아의 역량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한 거부의사를 밝힘.
-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두 번째의 핵무력 강화를 하는 것으로, 행정
부 출범과 더불어 신속하게 노후화되었던 핵무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저위력(Low
Yield) 핵무기 생산을 통한 소량화, 경량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2018년 2월에 발간된 미국의 핵전력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미국
은 핵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으며 불안정한 시대에 대비하고, 동맹국을 지키기 위
하여 핵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자원을 집중 투자해 나간다고 밝힘.18)
- 특히 2020년 5월에 백악관에서 출간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
서’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역내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유지 차원에서 ‘핵전력 3각축’(Nuclear Triad)으로 대응 할 것
을 천명하였고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탑재 전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로 구성됨.
❍ 최근 미국의 공해전투 (Air Sea Battle)전략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해전투 전략에서 2015년부터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
동을 위한 합동 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으로 변화되었으나 상쇄전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옴.
17) Eric Heginbotham et al.,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15).
18)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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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적 우위
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전력 3각축을 새로운 3차상쇄 전략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對중국 군사-안보정책을 대폭 수정
하여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2021년 3월에 백악관에서 출간된 임시국가
안보전략 지침서(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전 세계
군비경쟁을 없애고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
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함.19)
- 이는 중국과 미사일 간극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번째의 대응 방안인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통하여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성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추론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중시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정함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군사-안보정책 중 하나는 러시
아와 신 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
을 5년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임
- 이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구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핵무기
선제불사용(No-first-use: NFU)을 지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핵무력을 선제적
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20)
- 한편 미국 의회 에서도 마키-리우 법안(Markey-Lieu bill)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의 핵무기선제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임21)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핵사용전에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 등 군의 주
요인사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국제 리더십 복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
에서 대외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바이든
19) President Joseph R. Biden, Jr.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The White
House (March 2021), p.13
20) Patty-Jane Geller, “Dangerous Nuclear Policy Idea No.2: A U.S. Policy of No First Use or
Sole Purpose,” Issue Brief, The Heritage Foundation, (February 16, 2021)
21) Lisbeth Gronlund, David Wright, Steve Fetter, “An expert proposal: How to limit
presidential authority to order the use of nuclear weapon,”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anuary 8, 2021)

- 10 -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3각축 핵전략을 수정하여 전략폭격기
(B21)와 핵잠수함(SSBN)전력 구축은 유지를 하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은 하향조정이 예상됨.22)
- 한편 미-중간에 미사일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략의 조정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중국은 이와 상관없이 자체의 핵전력 3각축 전략
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시켜 나가고 있음.23) 이로 인해 러시아와의 체결한 신
전략무기감축조약에 중국을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24)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역내 핵무기 전략 조정과 실질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핵정책 연구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으며 핵전력 3각축의 수정
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25)
- 특히 인도의 전략가인 라자 모한(Raja Mohan)은 현실주의 시각 차원에서 중국의
실질적이고 공세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안보적 기제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의 역내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표명26)하고 있으며, 호주
와 같은 동맹국들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핵정책의 전략적 재조정에 대해 동맹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함27)
-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안정과 동아시아 역내의 안정을 위해
핵감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하고 있음29)
22) Nuclear Policy and Postur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February 5, 2021)
23) Patty-Jane Geller, “Arms Control Policy Under Biden Not Off to a Good New START,”

Commentary, The Heritage Foundation, (January 22, 2021)
24) Daryl G. Kimball, “Biden’s First Challenge: Extend New START,” Arms Control Today,
(January/February 2021)
25) Matthew Kroenig, Mark J. Massa & Christian Trotti, “The Downsides of Downsizing: Why
the United States Needs Four Hundred ICBMs,” Forward Defense, Atlantic Council
(March 29, 2021)
26) C. Raja Mohan, “Why does the deepening Indo-US friendship puzzle so many?” India

Express, (March 9, 2021)
27) Adam Cabot, “Biden must keep all nuclear options on the table,” The Strategist,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 (March 2, 2021); Andrew O’Neil, Stephan
Fruhling, “A ”No-First-Use“ doctrine would undermine American nuclear deterrence,”

The Interpreter, (January 21, 2021)
28) Van Jackson, "America's Indo-Pacific Folly: Adding New Commitments in Asia Will Only
Invite Disaster," Foreign Affairs, (March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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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군 현대화와 강군의 꿈(強軍夢) 본격화
가. 2027년 중국군 현대화 목표 추진
❍ 2020년 10월에 폐막된 19기 5중 전회에서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創軍) 100
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림.
- 당중앙위원회는 공보에서 "2027년까지 국방과 군사의 완전한 현대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의 절대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과거
와 달리 강군(強軍)계획을 확정한 이후 대내외에 공표함.
- 특히 세계 2위로 올라선 강력한 경제력과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첨단무기 개발
과 현대화, 육-해-공군 연합실전 훈련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달성
과 싸워서 이기는 군대(能打仗 打勝仗)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부국강병(富國強兵)
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19기 5중 전회에서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
켜 나가겠다고 당중앙위원회 공보를 통해 대내외에 선포한 이상 강군의 꿈을 본
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과의 군사안보적 경쟁과 대결에 있어서도 일방적으
로 굴복하거나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
- 더욱이 19기 5중 전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군의 현대화 목표를 더 이상 외부의
이목과 압력에 개의치 않고 인민해방군 현대화 목표를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
지 설정한 것은 미군과 대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적 군사강국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2027년까지 중국군 현대화에 따른 미중간 군사안보적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군의 대응과 임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국내 안정화와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던 군사안보전략에서 벗어나 대만, 동/남중국해 문제 등을
포함한 핵심이익 수호와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군사작전과 실전훈련시행, 첨단무
기 개발과 도입 등이 예상됨.
- 사실상 시진핑 지도부는 2027년 군 현대화 달성 차원에서 기계화/정보화 차원의
30만 감군, 군의 합동성 강화, 지역 출신 중심 부정부패 청산과 군구 현대화, 중앙
29) Jan Eliasson and Dan Smith, “Joe Biden’s arms control ambitions are welcome but
delivering on them will not be easy,” Commentary, SIPRI, (January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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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강화와 지휘구조 개편, 전략지원군대와 사이버군/우주군 신설,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체계 구축,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 군대육성, 군민융합(軍民融合)
등을 본격화함.

나. 국방비 지속 증액과 지능화(智能化)군 모색
❍ 금년(2021년)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과
미국과의 군사-안보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핵심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중국
특색 강군의 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6.8% 증가된 1조
3,553억 위안(약 240조원) 책정하여 발표함.
-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2027년 군 현대화 달성과 2035년까지 싸워서 이기는 군대
(能打仗、打勝仗)인 강군의 꿈 달성을 위해 정치강군, 개혁강군, 과학기술흥군,
법치강군 건설을 적극 강조하며 전체 국방비도 2018년 1조 1289억 위안(약 193조
원), 2019년 1조1800억 위안(약 204조원), 2020년 1조 2680억 위안(약 220조원),
2021년 1조 3553억 위안(약 240조원)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30)
<표-1. 중국군 국방예산 증가액 추이>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2,000
예산(억위안)

5,191

6,503

8,082

1,1289

1,1800

12,680

13,553

연도

2010

2012

2014

2018

2019

2020

2021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London: Routledge) 연도판 및 중국 정부 발표자료 재정리

❍ 2021년도 중국 국방비 증액 주요 목적은 첫째 노후무기 대체, 둘째, 중국군 복지
향상, 셋째, 미국의 군사안보적 도전대응과 군 현대화, 넷째, 첨단 군사과학기
술 연구개발 투자 등을 대거 반영함31)
30) 2021년도 중국 국방예산은 2020년 대비 6.8% 증가된 1조3553억 위안(약 240조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가 대폭 증액됨
31) 현재 중국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규모면에서 1위인 미국의 38%에 이어 2위인 14%를 차지하고 있
으나 미래전 대비 지속적인 군사연구개발 투자와 국방비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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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국방비 증액에 대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자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방예산 7,405억 불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전체 GDP 대비 1.3% 수준으
로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금년(2021년) 양회에 참가한 쉬치량(許其亮)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미중간
역내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은 현대전 전투방식과 수행능력에 새로운 돌파구
를 마련하고 군사력 현대화를 통한 싸워서 이기는 강군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 밝힘.
- 한편 웨이펑허((魏鳳和)국방부장 역시 미중간 역내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미중관계는 봉쇄와 반(反)봉쇄가 될 것이며 중화민족 대부흥 과정에서 대중봉쇄
와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군사력 현대화을 통한 싸워서 이기는(能打仗、打
勝仗) 군대 건설을 강조함.
❍ 2021년 1월 4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에 훈련 개시동원령을 알리는 '당중앙군위
2020년 제1호 명령'을 하달하며 "2021년 전군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
의사상과 시진핑 강군사상을 바탕으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훈련 수
준과 승전능력을 제고하며 작전과 훈련의 일체화를 통해 언제든지 전시에 대비
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전쟁 준비 및 작전연구 강화와 실전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언급함.32)
- 지난 2018년 제1차 훈련개시동원 하달 시에는 군사훈련 실전화 수준 향상 제고를
요구하였고 이어 2019년 제2차 훈련개시동원 하달 시에는 실전화 군사훈련을 실
시하며 훈련 및 장비의 질적 수준 제고를 강조하였으나 2020년 훈련개시동원에서
는 상대 적과의 실전화 훈련을 강조하여 강군의 꿈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의지가 재차 드러났으며 중국군의 커진 힘과 위상을 보여주고 있음.33)
❍ 현재 중국군은 AI(인공지능), 양자정보,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
넷 등 첨단과학기술이 빠르게 군사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계 군사력 경쟁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군사무기와 장비의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 추세를 넘어 지능화(智能化)단계로
나아가갈 것을 밝힘.34)
32) 中央軍委2021年開訓動員令, 『新華網』 2020年1月05日.
33) 連續三年發布開訓動員令,中國軍隊爲何重視實戰化訓練? 『中國新聞網』 2020年1月03日.
34) 2019년-2020년 중국 국방부는 군사지능화가 기계화, 정보화 이후 미래전의 승리방법과 작전계획,
작전방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투공간이 점차 물리적 영역과 정보영역에서 인지적, 사회
적, 생물학적 영력으로 확장되면서 전장이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형 무인장비가 주요 작전 장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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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군은 다가오는 현대전과 미래전 대비에 따른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비
증액과 첨단무기개발 추진, 지속적인 군의 실전화 훈련 전개, 군 인력 감축과 조
직개편 등 군사력 현대화뿐만 아니라 핵항공모함, 이지스함, 스텔스 전략폭격기,
무인기, 5G-6G네트워크통신, 초음속미사일, 우주항법위성시스템, 인공지능
(AI), 전자통신전, 지능화 로봇군 등과 같은 최첨단 무기개발에 투자와 역량을
강화함.35)
❍ 최근 중국군은 다가오는 미래전에 대비하고 실전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대혁신
차원에서 육해공 통합의 지정학 전략인식 변화와 지능화(智能化) 전쟁에 부합되
는 방향으로 군사체계 혁신과 전략 범위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민해방군을
기존 대륙군에서 해양군으로 전환하고 방어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전역형 통합
형 체계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36)
- 더욱이 중국군은 실전 전투력 강화차원에서 4개 원칙 하에 5개 중점(五個更加注
重)전략노선을 제기하며 실전중점(聚集實戰), 혁신운영(創新驅動) 시스템 구축
(體系建設) 고효율 집약(集約高效), 군민융합(軍民融合) 등 5가지 측면에서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을 강조함.37)
- 한편 중국군은 강군의 꿈 추진 차원에서 2027년까지 기본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실현 하고 2035년까지 현대화(기계화 및 정보화)의 기본적 수준을 달성하는 개혁
일정을 세워놓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이로 볼 때 2020년대 중반(2025~2027년)쯤
보다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

Ⅳ. 주요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책 지속과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
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군사-안보적 접근은
두 개의 영역에서 지속과 변화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미국의 첨단과학 기술우위
를 바탕으로 절대적 군사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을 공고화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
것으로 바라봄 林娟娟,張雲濤, "軍事智能化正深刻影響未來作戰," 『國防部網』 2020年9月10日.
35) 2019년 3월 전국인민 대표대회 보고에서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강군사상을 토대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
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해군과 공군 전력 증강 및 사이버작전, 우주개발의 자원투입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2018年人大常委會工作報告," 『人民網』, 2019年 3月 15日.
36) Lindsay Maizland, "China's Modernizing Military," CFR, (2020.02.05)
37) 새로운 중국군의 강군화를 위한 4대원칙(四個堅持)은 정치건군(政治建軍)、개혁강군(改革強軍)、과학
기술강군(科技興軍)、의법치군(依法治軍)임. 張輝, “新時代國防和軍隊建設的科學指南: 習近平新時代
強軍思想解讀,” 『廣西師範學院學報』, 2018年第39卷6期,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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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사정책과 핵무기 전략의 조정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내 전략적 안정
을 도모함.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기술우위를 위한 초당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
며 백악관, 무역대표부, 상무부, 국방부, 국무성, 국토부 등의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접근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함.
- 더욱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리더십 회복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비전통안보 영역의 불안정 요소
를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음.38)
¡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핵무력 중시
전략에서 탈피하여 핵군축을 통해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
역내의 불필요한 핵군비 경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략 재조정이 러시아의 팽창을 막고 견제
하는 데는 효과적 일수 있으나 향후 가시화 될 개연성이 있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
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결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군사력, 기술력 등 격차를 인정하나 지난 40년간
연 10% 이상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시
진핑 지도부의 강력한 1인 리더십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원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회피하거나 굴복할 생각
도 없어 수동적 자세가 아닌 매우 주도적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물론 중국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바라고 있으나 자국의 핵심
이익(대만, 홍콩, 동/남중국해, 신장/씨장 소수민족 문제 등)을 위협하거나 역내
세력 균형 변화를 추진할 경우 강한 맞대응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전략과
인식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군사-안보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와
전략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38) Ryan Hass, “China Is Not Ten Feet Tall: How Alarmism Undermine American Strategy,”

Foreign Affairs, (March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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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중간의 ‘미사일 간극’으로 인하여 중국의 제1도련선 내에 미국의 함대나
항공모함이 진입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만약 한국의 미군 기지나
특정지역에 對중국 공격형 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중국이 1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미군기지 내 중국의 감청시설
및 핵심 군사시설을 고도화된 미사일을 통해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무력화를 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내에 중거리미사일 전략
자산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체결한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전략핵의 감축
을 추진하지만 전술핵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향후 미-중간 군사적 갈등과 충돌
의 양상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음.
- 특히 미-중양국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경우 역내지역에서 핵전쟁의 양상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하는 분석도 있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39)
<표-2. 미국의 행정부 대중전략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모색>
구분

무역/기술정책

대중 상쇄전략

한국의 대응 모색

트럼프 행정부

대결별 (Decoupling)
추진

핵전력 3각축 구축/
중거리핵전력 미사
일 배치 고려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바이든 행정부

신흥기술
우위정책
추진

첨단기술을 바탕으
로 한 재래식무기
역량 강화 모색

내적균형 강화,
자주국방 능력 배양

❍ 향후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한국의 국익이며 국가 목표는 급변하는 역내 질서 재조정
시기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찾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음.
- 첫째 역내 다자 안보대화 추진 활성화, 둘째 한국의 자주적 국방력 강화,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미중관계 관찰 및 유연한 대응전략 마련임.40)
39)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Chinese nuclear forces, 2019”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75 (2019).
40) 상기 정책적 대안은 다음 세미나에 제출한 내용을 수정 보완 한 것임. 이동민, 미중관계 변화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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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자외교의 틀을 활용하여 역내안정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기존 6자
회담뿐만 아니라 쿼드(Quad)에서 비전통 안보 영역 위주의 국제 공공재 부문(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기술협력 등)에서 다자간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필요
가 있음.
- 한국도 이러한 다자적 역내 협력 구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으로 미-중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위기관리를 할 수 있고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다자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설득하여 중거리 핵전력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
하기 보다는 한국 스스로 군사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중장기 전략 방안 등을 모색
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 내륙에 위치한 주요 레이다 감청시설, 북부전구 및 내몽고에 위치한 주요
이동식 탄도 미사일 차량(TEL)들을 타격할 수 있는 한국 자체 군사역량을 보유하기
위하여 미국과 체결한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통일한국을 목표로
하면서 변환시기에 중국에 대한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 자주국방 역량강화)
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부국강병에 따른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고조될수록
우리 정부는 특정 안보 이슈 결정을 놓고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안보적 압박
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확한 대내외적 상황인식과 전략적 정세 판단
하에 각 사안 별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변화 가능성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을 견제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은 건전한 방향으로 강화
되어 공고화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한중관계가 평화적이고 우호적 관계로 발전 될 수 있다면 한국의 자주국방
차원 무기 강화 역시 중국에게는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끝/

국의 전략적 대응모색: 군사 분야, 세계전략연구회,
계전략연구회 제4차 세미나,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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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이동민, 군사 부문 시나리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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