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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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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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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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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가

www.ipdefenseforum.com에 
게시됩니다

방문하시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 이전 호 검색
■ 피드백 보내기
■ 구독 신청
■ 기사 제보 안내

많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탐구

클리브 해밀턴(CLIVE HAMILTON) 

박사는 호주 캔버라 찰스 스튜어트 
대학교의 공공윤리 교수 겸 작가다.
2008년 교수로 부임하기 전 해밀턴 
박사는 자신이 설립한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호주 연구소에서 14년 동안 
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저술 활동을 하며 2018
년, 가장 최근 저서 《조용한 침략: 

호주 내 중국의 영향력》을 발표했다.  16페이지에 등장

쯔양(ZI YANG)은 싱가포르 난양 기술 
대학교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 중국 
프로그램의 선임 분석가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아시아학 석사 학위를,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국제 정세 및 역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 
평화 연구소와 조지타운 대학교 안보학 
연구소에서 일했다.  28페이지에 등장

기고자IPDF

5

누르 후다 이스마일(NOOR HUDA 

ISMAIL)은 인도네시아 국제 평화 
구축 연구소의 설립자로 현재 
싱가포르 난양 기술 대학교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의 초빙 
펠로우를 맡고 있다. 지하드 셀피
(2017년), 신부(2018년), 이맘을 
찾아서(2019년)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하고 제작했다. 이번 

호 포럼에서 전직 테러리스트 재활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기고했다.  32페이지에 등장

제인 M 하디(JANE M. HARDY)는 
주 호놀룰루 호주 총영사관 대사다. 
대사 부임 전에는 호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실 무기 통제 및 확산 
방지국에서 차관보로 활동했고, 주 
스페인, 안도라, 적도 기니 호주 대사를 
역임했다. 호주 토착 예술과 해외 
원조 프로그램 분석에 대한 책과 저널 
기사도 저술했다.  54페이지에 등장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저희와 만나보십시오.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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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스IPDF

2019년 1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데와타 커피 
보호 구역'으로 알려진 
동남아 최대 매장을 

개장했다.
스타벅스는 보도 자료에서 인기 있는 수마트라 

커피를 비롯하여 양질의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인도네시아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독특한 매장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아라비카 커피 재배 지역이다.

면적이 2만 여 제곱피트에 달하는 이 커피 
보호 구역은 커피 나무 농장과 시음실로 
이루어져 있다. 고객은 다양한 활동 중에서 
녹색 커피콩을 씻고, 건조하고, 갈퀴질하는 
커피 체험 여행에 참가할 수 있다. 

스타벅스 회장 케빈 존슨(Kevin Johnson)은 
"40여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커피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커피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정성에 늘 감탄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와이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커피
보호 구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한 
마을 농장에서 한 
작업자가 커피콩을 
분류하고 있다. 

로이터

페이스북은 미화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싱가포르에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싱가포르의 열대 기후에 적합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페이스북 인프라 데이터 센터 부사장 토마스 

펄롱(Thomas Furlong)은 2022년 경에 가동될 이 데이터 

센터가 페이스북 서버를 호스팅하고 정보 기술 운영을 중앙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좁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 부지 17만 제곱미터, 11층 

이상의 규모로 건설될 데이터 센터는 맞춤형 기능을 갖추고 섭씨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문 고온에 대응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 대신 공기를 사용하고 습한 상황에서 더 잘 

작동하는 새로운 첨단 냉각 시스템은 물론 공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다공성 경량 소재로 제작한 빌딩 파사드가 포함된다.

미화 10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 맞춤형 시설은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 구축한 15번째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다. 2018년 6월 말 기준 월간 유효 사용자가 22억 3000

만 명인 페이스북의 펄롱 부사장은 견고한 인프라, 숙련된 인력, 

정부와 사업 추진 편리성 때문에 싱가포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 두 곳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구글은

2018년 9월, 세 번째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미화 8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FP 통신

페이스북, 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예정

페이스북의 프랑스 파리 본사에 설치된 "좋아요" 버튼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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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수백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들을 

빚에 빠트리고 착취에 취약하게 
만드는 중간 업자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장부터 건설 현장과 농장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꺼리는 분야의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채용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빌리기 때문에 사실상 
오랫동안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현대 노예 관행은 
채무 속박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팔과 협약을 체결하고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네팔이 노동자 처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노동자 파견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체결됐다.

말레이시아 인재부 장관 M 
쿨라세가란(M. Kulasegaran)은  
"인신매매와 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속박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돈을 벌어 
빚을 청산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말 발효된 협약에 
따르면 네팔 노동자는 정부 간 
계약에 따라 채용된다. 말레이시아 
고용주는 항공료, 비자, 건강 검진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채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쿨라세가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비슷한 협약을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출신이 가장 많으며 등록된 수만 
거의 2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구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

세계 최대 장갑 제조사인 
말레이시아의 톱 글로브는 외국인 
노동자 일부가 빚을 갚기 위해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한 것을 발견하고, 2018
년 12월 비윤리적인 채용 에이전트와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수년 동안 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에 최대 2만 말레이시아 
링깃(미화 4790달러)까지 부과하는 
중간 업자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빚을 상환하기 
위해 종종 수년 동안 일해야 한다.

유엔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채무 
속박은 가장 만연한 형태의 현대 노예 
관행 중 하나이며 전 세계 4000여 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로이터

말레이시아

노동 
개혁

네팔 카트만두 외국인 채용국에서 카타르 남자가 
취업 허가증이 첨부된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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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필리핀 군인이 
남부 만다나오섬 마라위시 주 
전투 지역의 파괴된 모스크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키고 있다.  

테러리스트 업데이트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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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반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노력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역에 위험이 "실제 
현존"한다고 경고했다.

2018년 말 국방부 장관 회의를 주재한 
후 응엥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이 
필리핀 남부 도시 마라위를 점령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테러리스트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라크와 시리아 상황이 
개선됐지만 더 많은 외국인 조직원들이 이곳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싱가포르에 모인 국방부 장관 

18명에게 응 장관은 동남아시아와 지역 외부 
주요 파트너의 관점에서 보면 "테러는 실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응 장관은 동남아시아 대표단이 "아워 아이즈
(Our Eyes)"라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채택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비용이 미화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마라위 공격 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위협을 과소 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아워 아이즈 플랫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소련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다른 
세 나라와 함께 수립한 정보 공유 동맹에 바탕을 둔다.

국방부 장관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대표단은 
물론 짐 매티스(Jim Mattis)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과 
호주, 중국, 인도,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7년 마라위 사태 당시, 무장 반군 수백 명은 
이슬람 국가 외국인 부대원들의 지원을 뒤에 업고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세우기 위해 마라위를 공격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의 정교한 정찰기의 지원을 받은 
필리핀군이 5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통해 
반군을 축출했지만 1000여 명이 사망하고 도시는 
폐허가 됐다.

당시 전투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군이 참여했다.

국방부 장관 회의에서 응 장관은 "이러한 
사태는 아세안 어느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싱

동남아시아가 '실제 현존'하는 적과의 싸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군 위협
AFP 통신 | 사진: AFP/GETTY IMAGES

2018년 10월 싱가포르 아세안 안보 정상회의에서 응엥헨 싱가포르 장관이 
개회 연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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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살리기
자금

일본이 지역 개발과 보전에 주요 
자금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캄보디아 칸달주의 이 부부처럼 
메콩강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발전용 
댐 건설로 위협을 받고 있다. 

AFP/GETTY IMAGES

국에서 발원하여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의 5개 메콩국을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4800여 킬로미터의 거대한 메콩강은

6000여 만 명에게 식량, 물,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강이다. 

이 메콩강이 인도 태평양에 가장 어려운 환경 난제를 안기고 

있다. 계단식 폭포와 무시무시한 급류로 이루어진 메콩강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영향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

메콩 지역은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투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이었다.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헝이광(Heng Yee-
Kuang)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메콩강 투자는 

중국과 경쟁하는 면이 있다"며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

란 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는 질이 떨어지고 재정과 환경 

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거대 

프로젝트와 일본의 프로젝트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그램에서 채무의 

덫 외교에 대한 수신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이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



11IPD FORUM

메콩강이 라오스 북부 
루앙 프라방 산악 지대를 
굽이굽이 흐르고 있다. 
루앙 프라방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왕실 불상"
이란 뜻이다.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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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민간 분야 

대출을 지원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영자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지난 3년간 

메콩 지역에 미화 약 180억 달러에 상당하는 투자를 

했다. 현재 일본 메콩국 협력을 위한 도쿄 전략 2018의 

일환으로 일본은 경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메콩국 정상들과 가진 회의에서 일본은 향후 9년 동안

150여 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연결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10차 메콩국 일본 

정상회의 중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는 

"현재까지 지원에 이어 민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은 해외 차관, 투자,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공적 자금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헝 박사는 현재 일본의 투자가 명시적으로 아베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보다 먼저 메콩강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대안 비전
메콩국 일본 정상회의 전에 아베 총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정상과 개별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그는 전력 생산용 댐의 경우 지역 환경을 

훼손한다고 비난을 받는 중국 프로젝트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제안을 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불발탄 제거 및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미화 800만 달러까지 지원하겠다고 라오스에 

약속했다. 라오스에서는 베트남 전쟁 중 버려져 

제거되지 않은 불발탄 수백만 개가 농장과 인프라 

개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 웹사이트에 따르면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를 매우 높게 평가 한다"며 "라오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캄보디아에도 톤레사프호 지역의 관개 

시설 개발에 미화 3160만 달러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톤레사프호는 세계 

최대 내륙 어장으로서 390만 

톤의 연간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미화 30
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톤레사프호는 주기적으로 

범람이 일어나 물이 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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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이 메콩강 
수상시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팔고 있다. 
메콩강은 농부들이 현지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수상시장으로 
유명하다.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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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가 되고 홍수기에는 호수 면적이 다섯 배로 

확장된다. 이런 호수에 관개 시설이 건설되면 쌀 생산량이 

세 배 증가할 것이다.

이 지역에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150개 프로젝트는 3
대 핵심 영역, 즉 라오스의 공항 시설 확장과 버마의 도로 

신설 등 연결성 구축, 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 사용 

등 인간 중심 사회 건설, 캄보디아의 관개 프로젝트 등 

환경 및 재해 관리로 구분된다. 일본은 150개 프로젝트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메콩국 정상들은 중국과 종종 사업을 하지만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증진하는 아베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메콩 지역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암초와 인공 지형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메콩국 정상들은 도쿄 정상회의 

공동 성명서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척 프로젝트와 기타 활동으로 "신뢰와 믿음이 훼손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이 약화될 수 

있다"며 중국을 암시했다.

장기 메콩 투자자
최근 중국의 거대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메콩국에 

투자해왔다. 

헝 박사는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진행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이 메콩 지역의 여러 연결 회랑을 지원하고 

개발해왔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본은 새로운 투자자가 

아니라 1945년부터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한 역사가 있어 

경험과 기술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
10차 메콩 일본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웅산 수지 버마 
지도자를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

도쿄 정상회의 중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포옹하는 모습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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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메콩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항구로 

이루어진 통합 시스템인 동서 경제 회랑에 기여했다. 

동서경제회랑은 버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잇는 

다리와 도로 건설에 주력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베트남 

다낭 항구 개조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헝 박사는 일본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연결하는 남부경제회랑의 연결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헝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 동기는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헝 박사는 "일본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바람은 자체적으로 중요한 국내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예컨대 아베 총리는 

'일본이 돌아왔다'며 일본은 절대 2류 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공적개발원조, 오랫동안 진행해온 연결 

프로그램,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헝 박사는 일본이 메콩 지역 투자와 더불어 도쿄 국제 

아프리카 개발회의와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를 이용하여 

연결 프로그램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일본은 메콩 지역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하는 

데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과 투자를 제공했다. 중국은 란창 메콩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의 메콩국에 2016년 한 해에만 미화 16억 

달러의 차관과 미화 10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했다.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베트남 경제 및 정책 

연구소의 연구원 응우얜 카 장(Nguyen Kha Giang)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듬해, 중국은 란창 메콩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45개 프로젝트에 대해 미화 11
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과 미화 5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했다. 란창 메콩 협력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 강이 

중국에서 란창강, 하류에서는 메콩강이라 불리는 데서 

유래됐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3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투명성 

부족으로 투자를 추적하기 힘들지만 중국은 메콩 지역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기부국 중 하나다. 공적개발원조는

환경 운동가들은 캄보디아 스퉁트렝주의 이 댐처럼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발전용 댐이 이 지역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담수어에 재앙이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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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국제 원조 흐름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여기에는 차관과 보조금이 포함된다.

OECD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 중 메콩 지역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기부국은 일본이며 상위 5개국 중에 

한국도 있다. 한국은 베트남 개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일본을 추월하고 베트남의 최대 외국 

투자자로 올라섰다.

하지만 금융 및 무역 경쟁 때문에 일부 메콩국은 경쟁 

중인 강국 중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2018년 3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일본 메콩 포럼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포럼에서 아베 총리의 특별 자문 소노우라 켄타로

(Sonoura Kentaro)는 일본의 새로운 전략은 더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교통과 인프라 

연결로 두 대륙과 바다를 결합하고 자유 무역, 법치, 

보안 강화를 통해 추가 연결을 증진하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전략 원칙을 지키는 모든 나라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이와 비슷하게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아세안 중심 

지역 구조를 채택했다.

녹색 메콩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을 

구성하는 기둥 중 하나는 "녹색 메콩 구현"이다. 이 

전략에는 기후 변화 및 해양 오염 대응, 수자원 관리, 재해 

위험 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다.

중국의 메콩 지역 투자와 관련하여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메콩강 유역의 수력을 

활용하고 홍수를 억제하겠다는 중국의 바람이 이 지역의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고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결론을 

내린 과학 연구가 많다.

최근 연구 "상류 유량 통제가 메콩 강 유역 하구의 

식량 역학에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혼란"에 따르면 

중국이 이 지역에서 건설 중인 수십 개의 댐은 하류 

생태계의 수자원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고갈시킨다. 이 연구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원들이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 12월호에 

발표했다.

논문 주 저자인 미시건 주립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야두 포크렐(Yadu Pokhrel)은 "계절적 리듬의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메콩강 지역 범람원의 역학이 

쉽게 바뀔 수 있다"며 "광범위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식량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후원을 받아 캄보디아에 건설하는 메콩강 

최대 댐이 완공될 경우 620제곱킬로미터의 저수지가 

탄생하게 된다. 국립유산연구소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중국남방전망이 

설계한 댐이 들어서면 "전력을 대량 생산하여 캄보디아에 

혜택을 주겠지만 메콩강의 어업은 파괴되고 베트남과의 

대립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댐은 시간당 50만 마리의 어류가 상류 지류의 

산란지 또는 하류에 위치한 톤레사프호와 메콩 삼각지 

서식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게 되며, 이로 인해 

물고기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와 토지 유실이 

심각한 베트남 삼각지로 이동하게 된다.

전략적 이해
일본은 2017년 기준 합계 인구 2억 3800만 명, 합계 

국내 총생산 미화 7810억 달러의 메콩 지역을 유망한 

시장이자 일본 기업의 중요 인프라 수출처로 보고 있다. 

교도 뉴스의 2018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계자는 

메콩 지역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남중국해의 

중요 해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와 지정학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쿄 정상회의에서 많은 메콩국 정상들은 일본의 

협력이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버마 지도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는 버마와 이 지역 모두가 일본의 

투자로 큰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반적으로 일본 메콩국 

협력이 성공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여 번영을 추구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o

메콩강 유역의 수력을 활용하고 
홍수를 억제하겠다는 중국의 
바람이 이 지역의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고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결론을 내린 과학 연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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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포럼 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

정치전
중국이 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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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산당의 꾸준한 정치 선전 아래, 
수많은 중국인의 불타는 애국심이 
과거 중국이 당한 굴욕에 원수를 
갚겠다는 야심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 타이완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 조작 연출된 반일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따르면 100년 마라톤이 끝나는 
2049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정치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중국몽(China 
dream)"은 중국이 미국을 끌어내리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싱가포르 
지도자 리콴유(Lee Kuan Yew)는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다극주의 세계에서 
중국이 하나의 극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전략 분석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자신에 글에서  
"중국은 다극주의 세계를 중국이 혼자서 정상을 
차지한 새로운 세계 질서로 향하는 경로만 본다"며 
더 진실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와 도덕적으로 쇠퇴한 
서구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국은 2008년 
금융 위기가 미국 기관의 부패 때문에 일어났으며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도래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선전한다.

 
전쟁 중인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에 물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중국이 영원한 투쟁 중이라고 생각한다. 
토마스 만켄(Thomas Mahnken), 로스 배비지(Ross 
Babbage), 토시 요시하라(Toshi Yoshihara)는 2018
년 논문 《포괄적 강압 대응: 권위주의적 정치전에 
대응하는 경쟁 전략》에서 "공산당이 자신이 서방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공산당은 당헌에서 정권을 무너트릴 수 있는 위험한 
이념 세력과의 투쟁을 생사를 건 투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피해망상적이다. 외부 세계, 
특히 서방을 기회만 있으면 중국을 쓰러트리려는 
적대 세력으로 본다. 따라서 항상 경계하고, 
대응책을 실행하고 공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역사는 
평화롭지만 주기적으로 전쟁에 의해 혼란이 
일어난다는 전통적인 서방의 개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평화을 중시하는 정신으로 중국의 세력 투사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국가들은 전쟁 중인 것처럼 
행동하는 중국 같은 적대국을 상대할 때 불리하다.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보는 한, 

그 국가는 전쟁에서 질 것이다. 중국은 군대를 
동원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무언가 발생하길 
기다리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용어가 너무 강한 것 같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왜 중국이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비유가 아니라 
전쟁을 적대국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려면 국가는 전쟁에 대한 개념과 실행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바로 중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략의 핵심은 인민해방군의 
역할을 재구성하여 정보, 사이버, 심리전 
전문가로 만들고 이러한 형태를 재래식 
군사 압력에 통합하는 것이다. 

클리브 해밀턴(CLIVE HAMILTON) 박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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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략의 핵심은 인민해방군의 역할을 
재구성하여 정보, 사이버, 심리전 전문가로 만들고 
이러한 형태를 재래식 군사 압력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통일전선공작부 활동, 정치 
선전 활동, 경제 운영, 정상적인 외교, 중국이 
점차 확대하는 강압 외교 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조직이 실행하는 기타 형태의 세력 투사와 
조율된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주와 미국은 
중국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정치전 중이다. 
정치전의 특징은 물리적이 아니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지만 목표는 적대국을 제압하는 것으로 
같다. 즉 중국의 지속적인 팽창과 지정학적 우위에 
호주와 미국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이 도전을 받지 않고 정치전을 계속한다면 
10~20년 후에 호주는 적어도 공식적인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부수적인 목표에는 
중국 기업이 호주의 천연 자원과 자유로운 자본 
및 노동력 흐름을 무제한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것이 있다. 
 
정치전 정의 
안보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마크 
스토크스(Mark Stokes)와 러셀 샤오(Russell Hsiao)
는 가장 유용한 정치전 정의를 제공한다. "정치전은 
자신의 정치 군사 목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외국 
정부, 조직, 단체, 국민의 감정, 동기, 객관적 추론, 
행동에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전은 또한 "친구의 마음을 얻고 적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개발하여 목표를 달성해 왔지만 서방은 
이 수단을 사용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행동을 바꾸는 비군사적 수단은 특성상 설득적이고 
강압적이다. 물론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서방처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외교 및 정치)을 
구분하지 않는다.

심리 작전은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대상은 상대편의 사령관으로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군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인이다.
(예컨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생각해보라.) 정치인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군사 자문, 정치 자문, 정당 동료, 
학계 전문가, 언론, 로비스트, 사업가, 
동맹, 배우자, 대중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정치전 대상이며 
여기에는 인민해방군의 종합 정치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부 연락담당이 실행하는 심리 
작전이 포함된다.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민주 정부는 경제 
주체에 국익을 위해 활동하라고 지시하여 경제력을 
무기화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경제력이 어떻게 무기화되는지 이해하려면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개발한 다양하고, 복잡하고, 
매우 정교한 설득, 개입, 강압 장치를 이해해야 한다. 
재래식 군사력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정치 및 심리 무기를 사용하여 
내부로부터 적의 저항 의지를 꺾는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분쟁 이해를 재정의하여 현재 
중국이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에 맞춰야 한다(어느 정도 

경제력이 어떻게 무기화되는지 
이해하려면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개발한 
다양하고, 복잡하고, 매우 정교한 설득, 
개입, 강압 장치를 이해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임기에 선출된 후 2018년 3월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선서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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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포함). 한마디로 21세기 전쟁은 적의 전투력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신기술이 뒷받침하는 정교한 비물리적 작전은 
전투 능력과 의지 사이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킨다. 
적의 정치 체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고 세련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영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엘리트를 통하는 
것이다. 정치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내 저서 《조용한 
침략: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설득당하고 중국을 지지한 개인들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이다.)

중국은 다양하고 섬세한 방법을 사용했다. 다음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 부유한 대리인을 사용하여 정치인을 매수하고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게 한다.
• 정치 자문과 고위 관료와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비즈니스 지도자를 포섭하여 "중국은 우리 

친구다"라는 주장을 하게 하며 여기에 반대하지 
못하게 한다.

• 급여가 높은 이사회 회원과 최고 리더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전직 고위 
정치인과 고위 군 장교를 영향력을 미치는 
에이전트로 포섭한다.

• 콘퍼런스와 연구 협력 초대를 통해 학계 
전문가를 육성한다.

• 친교 활동과 중국 방문 후원을 통해 편집자, 
기자, 언론 해설가를 육성한다.

• 부유한 대리인을 사용하여 싱크탱크를 지원하고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의 고위 대학 간부와 
그들의 엘리트 네트워크의 환심을 산다. 

엘리트에 대한 심리 공작은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전 무기인 경제적 설득과 강압을 
보완한다. 최근 이것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호주에서 수입품에 대한 실질적이지만 거부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되자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더 우호적으로 대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2018년 11월 베이징 기자 회견장에서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부 장관(왼쪽)이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장관과 대화 
중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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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이 전술을 이상비정(경제를 통한 정치 
압박)이라 부른다.

중국은 호주 내 중국인의 집단 이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인식한다. 시진핑 주석은 통일전선공작부의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자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에 우호적인 자들을 합법적인 
사회 대표로 높이고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중국계 호주인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소외됐다.

심리 작전: 새로운 유형의 전쟁
국가가 전쟁 중인 것은 국가가 전쟁 중이라고 
생각할 때인가, 아니면 적대국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인가? 과거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전쟁에서 적대국은 
자신의 적대적인 활동을 부인하며 다만 평화를 
추진할 뿐이라고 상대를 설득한다.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에 따르면 중국은 "조화로운 세계 질서"와 
"상생 협력"을 원할 뿐이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싸우지 않고 적을 무찌르는 
것이 늘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군대를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설득 당한다면 그 
조건부 항복은 군사적 패배와 같다. 한마디로 
강압보다 설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 파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하는 방법의 
다양성과 위력이다. 만켄, 배비지, 요시하라는 중국 
공산당이 "서방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 결정을 
오도하고, 산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훼손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강압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연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도구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됐다. 
호주 정치, 관료, 비즈니스, 학술 분야의 수많은 
권위자와 의사 결정자들이 중국의 섬세한 영향력 
작전에 의해 그들의 관점이 형성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국의 메시지에 동조하고 있다.

로이터

2017년 3월 호주 캔버라 국회에서 중국 지지자들이 공식 환영 행사 전 리커창
(Li Keqiang) 중국 총리의 성공적인 방문을 기원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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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립 대학교 경제학자 피터 드라이스데일
(Peter Drysdale) 같은 일부 해설자는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이 호주에 이득일 뿐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양분하는 것"
은 실수라고 확신하고 있다. 일부는 저항해도 
소용없다(혹은 중국에 더 좋다)고 믿거나 저항할 
것이 없다고 호주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예를 
들어 호주 국립 대학교 전략학 교수 휴 화이트
(Hugh White)는 "중국의 가치"가 호주에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전을 통해 추구하는 궁국적인 
목표는 호주 국민이 중국 헤게모니를 환영하게 
설득하는 것이다. 일부 좌파 정치인들은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활동에 특이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호주가 진짜 비난해야 할 것은 아시아 내 
미국의 제국주의인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 활동에 
대한 비판이 공포 캠페인 역할을 
하여 아시아가 침략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심리 작전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화, 국제법 비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분할 지배 전술, 공해상에서 
호주 및 미국 선박에 대한 공세, 정부, 
대학, 언론에서 내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보면 1947년 국민당 정부가 
작성한 "9단선" 내의 모든 것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지역이 남중국해를 이미 잃은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도록 설득당한 것인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은 군사 작전인가, 아니면 심리 
작전인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당한 사람들은 보통 중국이 
불법적으로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중국에 넘겨줄 핑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리화한다.
•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것이었으며 

중국은 과거에 가졌던 우세한 위치를 다시 
회복한 것뿐이다 (중국 공산당의 이 공식 
입장을 1990년 대 호주 총리를 지낸 폴 키팅
(Paul Keating)이 전했다).

•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할 수도 있으나 호주에 

정말 중요한 상업 운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비즈니스 분석가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해석).

• 중국을 회유하는 것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된다. 호주는 보복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호주 
외교통상부의 기본 입장).

• 미국은 중국과 제3국의 분쟁에서 사실상 
손을 뗐거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소용인가? (호주 국립 대학교 
휴 화이트) 

물론 중국은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많은 호주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설득에 넘어가 일종의 "학습된 무력감"을 보이며 
굴복했다.

몇 년 전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버리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게임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아니 사실은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중국 공산당의 게임을 이해하고 
호주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석가와 
관찰자들의 수가 적게나마 늘고 있다. 이들은 이제 
호주, 동맹국, 파트너국이 움직이기 시작해 새로운 
파괴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o

이것은 2018년 10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해군참모대학교에서 

클리브 해밀턴 박사가 한 연설이다.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2018년 6월 중국 공산당 창당 97주년 기념식에서 1000여 명의 중국 
사관생도와 노동자들이 황하대합창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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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전 
확산

포럼 스태프

공자 연구소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매우 은밀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 국가에 침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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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2017년 발표한 최근 집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 한국 서울을 시작으로

530여 개의 이른바 공자 연구소와

1100개의 공자 교실을 149개국에 설치했다.
중국이 문화 학습 센터를 해외에 개설하는 관행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고대 중국 철학자의 이름을 딴 이 연구소가 중국의 

더 큰 강압적 계획의 일부라고 말한다. 공자 연구소는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독일의 괴테 연구소처럼 해외에서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국제 공공 교육 기관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공자 연구소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미화 1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대상 국가의 정치 및 정보 

환경을 조작하려는 종합 캠페인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부터 짐바브웨까지 개설된 연구소는 한반으로 알려진 

중국 교육부 기관이 감독하며 이 기관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 

및 이념 부분의 고위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공자 연구소 운영을 통해 정치국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공자 

연구소와 교실이 설치된 전 세계 대학교와 K-12학교에서 이들 교육 

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보조 정치선전부 역할을 한다"고 시카고 

대학교 교수 마샬 사흘린스(Marshal Sahlins) 박사는 2018년 7월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설명했다. 중국의 

중앙 정치국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공산당을 감독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공작부를 통해 영향력 활동을 지휘하고 

잠재적으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원천을 포섭한다. 공자 연구소는 

통일전선공작부의 해외 활동 중 하나다. 중국은 2020년까지 이러한 

연구소를 1000개까지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압적인 구조
최근 중국은 연구소 확산과 중국어 능력 함양의 성공 후기에 홍보 

메시지를 집중하여 연구소의 임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연구소 출범 및 확대와 폭넓은 홍보 캠페인 중 

의도를 명시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0년 중국의 당시 정치 

선전부 장관 류윈산(Liu Yunshan)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외 정치선전은 종합적으로 다양한 레벨과 넓은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티베트, 타이완, 인권, 

파룬궁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치선전을 펼쳐야 한다. 

우리의 전략은 적극적으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해외 문화 

센터와 공자 연구소를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은 논란이 많은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 근처에 연구소를 많이 세웠다. 2017년 10월 중국의 

포
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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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일대일로를 따라 51개 나라에 135개 

공자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보도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아시아를 유럽과 아프리카와 연결하는 

무역 및 인프라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거운 채무 부담과 정치적 

조건이 따라온다. 지부티부터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까지 호스트 국가는 일대일로 조건이 주로 

중국 정부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공자 연구소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지리적으로 

연계됐다는 신화통신의 보도는 호스트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통제하고 주권을 훼손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연구소가 설계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문화 센터로 알려진 

공자 연구소와 연계된 활동이 단순한 영향력 활동을 

벗어나 호스트 국가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하는 비평가가 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는 2018년 5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대학교에 침투하여 교육과정에 

간섭하고, 중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민감한 

민군 겸용 연구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훔치고 있다"며 

"공자 연구소는 미국 대학을 노린 강철 주먹을 숨긴 

벨벳 장갑이다. 미국 정부는 대학과 연구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학계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대학 침투
2018년 11월 말 후버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중국 

영향력 및 미국의 국익: 건설적인 경계 증진》에 따르면 

약 110개의 공자 연구소가 미국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500여 개 공자 교실이 미국에 개설되었다. 

보고서는 영국에 29개, 독일에 20개를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 160개 공자 연구소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미국 상원에서 연방수사국 국장 

크리스토퍼 A 레이(Christopher A. Wray)는 공자 

연구소가 중국의 간첩 활동과 지식재산 도용에 

연계되어 있다고 증언하며 크루즈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학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관에 공자 연구소가 

포함된다고 증언했다. 

레이 국장은 "기본적으로 공자 연구소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대학의 순진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이 

자랑하는 매우 개방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 세계 대학에서 연구 및 기술을 훔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도둑질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외국 대학의 개방적인 환경을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2018년 11월 《꽃 따기, 꿀 만들기》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대학교과 협력하여 

군사 기술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연구의 

저자 알렉스 조스크(Alex Joske)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민해방군이 2500여 명의 군사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전 세계 연구자 및 

기관과 관계를 쌓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른바 민군 융합 

활동의 일환으로 외국 대학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이 

방법을 확대하고자 한다.

감시 회피
중국은 주로 신중히 마련된 파트너십을 통해 법과 

관습적인 학계 감독을 피하는 방식으로 공자 

연구소에 대한 조사를 피해왔다. 후버 보고서는 

한반이 미국 호스트 대학교와 공동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초기 투자금으로 미화 15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종종 현금이 부족한 

미국 기관에 매년 미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직접 제공했다. 보고서는 중등학교의 공자 교실에 

대한 보조금이 미화 5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매년 1만 
5000달러씩 제공된다고 전했다.

후버 보고서는 한반이 이러한 합의에 따라 중국 

대학교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며 중국의 

문화적 관점을 고취하는 교사, 교과서,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소 교사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거나 미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사들은 한반의 관리를 받는다. 

후버 보고서는 한반이 호스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소의 활동이 중국법을 따라야 하며 

협약 조건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한반은 비슷한 비공개 협약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한다. 후버 보고서는 "중국 자금을 

받거나 중국과 상업적 관련이 있는 활동은 중국 

영향력을 쉽게 추적할 수 없을 때 더욱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공자 연구소가 캠퍼스에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유럽부터 남미, 호주, 뉴질랜드까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예를 들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 웹사이트는 2014년 포르투갈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공자 연구소의 관리자가 

타이완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한 후 자료를 압수하고 

타이완과 관련된 페이지를 프로그램에서 삭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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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했다. 2016년 5월 공자 연구소가 있는 페루 

대학교의 관리자는 파룬궁 중국 예술가가 참여한 

미술 전시회를 취소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캐나다 기자 겸 영화 제작자 

도리스 리우(Doris Liu)는 2017년 다큐멘터리 
공자의 이름으로를 발표하고 공자 연구소가 캐나다, 

미국, 기타 나라에 끼치는 위협을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무엇보다 공자 연구소가 파룬궁 수련을 

금지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파룬궁은 체조 및 명상 

운동으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20년간 억압을 받고 

있다. "기본 가치가 위험에 처해있거나 손상되고 

있다. 공자 연구소는 대학에 잠입하여 정치 선전을 

가르친다"고 리우는 2018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첫째, 인권 차별이 

있다. 둘째, 학문의 독립성을 해친다."

2018년 11월 후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압박 아래 중국 학생과 학자들도 전 세계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물론 호스트 국가 국민에 접근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학자와 외교관들은 

대학 내 논쟁을 중국에 유리하게 유도하고, 중국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연사를 미국 대학교가 

초청할 때 항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중국 

학생과 학자들은 미국 대학교의 협력 연구 환경을 

악용하여 민감한 미국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린 폴리시 잡지 2018년 4월 기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학생 조직이 호주, 캐나다, 칠레, 

2018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검토 기간 중 한 여성이 중국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공산당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이 
티베트, 신장, 타이완, 인권, 파룬궁에 대한 논의를 통제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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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한국, 스페인, 태국, 미국, 기타 국가의 

대학교에 설립되어 중국의 감시 노력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사는 학생 조직이 

"현재 시진핑 주석의 지휘 아래 확대된 전략의 

일환으로서 공산당의 직접 통제를 세계로 확대하고 

때로 구성원에게 다른 구성원의 행동과 신념을 

보고하게 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학생과 학자들이 

'유해한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고 전했다.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의 초빙 

펠로우 사만다 호프만(Samantha Hoffman)은 

포린 폴리시와 인터뷰에서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나중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이야기가 퍼진다. 

그들은 이렇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통제한다"

고 말했다.

중국은 학생 조직이 정치 선전 성공 사례라고 

자랑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의 
2017년 11월 기사는 "해외 공산당 지부의 수가 

느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며 공산당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공산당 

조직은 당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고 전했다.

베이징 시장에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과 고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다.   
AFP/GETTY IMAGES

베이징의 한 벽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치 
선전 포스터가 붙어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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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증가
이러한 부적절한 활동이 만연해지자 미국학술학회는 

미국 대학 교수 협회와 캐나다 대학 교수 협회 

같은 고등 교육 조직과 함께 전국의 공자 연구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2017년 미국학술학회 보고서  

 《중국으로 아웃소싱: 미국 고등 고육에서 공자 연구소 

및 소프트 파워》는 "대학이 그러한 자금을 받는 

것은 대부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위험에 

빠트리는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학이 

중국 관련된 사안에 있어 중국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암묵적인 정책으로 작동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금 흐름을 유지하고 계약에 수반된 중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현금이 부족한 많은 대학들이 중국에 

불리한 내용을 자체 검열한다고 설명한다.

공자 연구소 활동에 대해 대중이 자세히 알게 되고 

비평가들의 압박이 커지자 일본 오사카산업대학,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및 셰르브루크 대학교, 

프랑스 리옹 대학교, 독일 스튜트가르트 미디어 

대학교 및 호엔하임 대학교,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대학교가 공자 

연구소와 관계를 끊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아이오와 대학교, 앤아버 미시간 대학교, 

미니애폴리스 및 세인트폴 미네소타 대학교, 

노스플로리다 대학교, 사우스플로리다 대학교, 

웨스트플로리다 대학교를 비롯한 10여 개 미국 

대학교 중 대부분은 작년에 캠퍼스 내 공자 연구소를 

폐쇄했다. 2018년 텍사스주 하원 마이클 맥콜

(Michael MaCaul) 의원과 헨리 쿠엘라(Henry 
Cuellar)는 공동으로 텍사스 A&M 대학교와 연계된 

공자 연구소 2개를 폐쇄했다. 2018년 3월 대학에 

보낸 서신에서 이들 두 의원은 중국의 후원을 받는 

공자 연구소가 "중국의 정보 수집 및 정치적 의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를 

비롯, 공자 연구소 개설 여부를 평가했던 다른 

대학교도 최근 그러한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샬럿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서던유타 대학교, 서배너 

주립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교는 공자 연구소를 

개설하여 미국에 문을 연 공자 연구소의 수는 100여 

곳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보호 방안
전 세계 정부와 대학교는 해외 민주주의 제도의 

개방성을 활용하는 공자 연구소와 관련된 활동과 

중국의 관련 영향력 및 통제 캠페인을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권위주의 영향력 

캠페인이 유인이나 설득이 아니라 교란과 조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간섭 활동이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다문화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신뢰 기반을 

무너트리고 궁극적으로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8년 5월 미국 상원 의원 크루즈는 공자 

연구소를 통한 중국의 활동처럼 외국 정부의 

미국 교육 기관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감시하기 

위한 법안을 입안했다. 그가 제안한 이른바 
2018년 고등 교육 간첩 행위 및 절도 방지법에 

따르면 공자 연구소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은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따라야 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 조 윌슨(Joe Wilson) 
은 2018년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이라는 

상응하는 법안을 입안했으며 이 법안에서도 

대학교는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을 공개해야 한다. 2018년 8월 제정된 

미국 국방 수권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면제 

허가를 받아야만 공자 연구소를 포함하는 중국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중국과 국방부 자금을 받는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공자 연구소 등 더 많은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2018년 11월 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강압과 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미국 내 중국인 학생에 

대해 더 광범위한 신원 조회와 기타 제한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다. 2018년 6월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 국가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항공, 로봇 

공학, 첨단 제조를 전공하는 중국 대학원생의 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과거에 비자 기간은 5
년이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미국 학교 입학 전의 중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더 광범위한 신원 조회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고위 미국 관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으로 보낸 모든 중국인 학생은 정당 및 

정부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정의에 

따른 간첩 목적으로 미국에 올 수 없다. 미국에 온 

중국 유학생은 정부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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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군이 정치 교육을 통해 중국 
공산당 이념으로 회귀하고 있다.
쯔양(ZI YANG)

중
국 인민해방군이 91년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 기준에 따라 

군을 혁신한다는 목표 아래 

인민해방군의 사실상 모든 부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발전에 큰 진전이 있었고 

인민 해방군 장교와 병사에 대한 정치 및 이념 

교육도 재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최대 군대를 구성하는 각 대원의 마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교육을 뒷받침하는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
• 인민해방군의 "강력한 군대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네 가지를 갖춘 군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 군대 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 정치 교육에 다시 집중하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2012년 

이후 점차 권력을 통합하며 마오쩌둥

(Ma Zedong)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 

지도자로 부상했다. 중국 공산당 전통에 

따라 시 주석의 사상이 공식 국가 이념으로 

격상됐으며, 이에 따라 시 주석의 의사에 

따라 군사력 강화가 인민해방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 주석은 중국이 내부는 물론 외부의 

적으로부터 심각한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부상하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경계하며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타이완 

민주진보당의 부활, 국내 테러 및 분리주의 

위험, 인민해방군의 기반을 위협하는 군 내 

부패를 비롯하여 지역 분쟁 심화가 중국의 

영토 보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이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초기 홍군처럼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인 리더십 아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고도의 규율을 갖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인민해방군에 시 주석이 기대하는 것은 

공산당 명령에 복종, 승전을 위한 준비, 올바른 

품행 유지의 세 가지 원칙이다. 중국 내 모든 

병영에 배포된 이 이념은 간단하고 직설적이다. 

첫째,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달리 

인민해방군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은 무엇보다 

당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장기 무력 투쟁을 통해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려면 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은 결코 

2018년 3월 

인민대회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두 번째 임기에 당선된 

후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헌법에 손을  

놓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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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원들도 공산당의 절대적인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은 

인민해방군과 공산당 사이의 분쟁은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에 대한 시 주석의 

첫 번째 원칙은 인민해방군이 공산당의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올바른" 정치를 고수하는 

것 이외에도 전쟁에서 싸우고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 대변화 시대에 인민해방군은 

성실히 훈련하고 국익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 과거 인민해방군은 인공 지능,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고출력 전자파 무기, 레이저 

무기, 위성 항법, 무인 항공기, 양자 통신 

같은 분야에서 신기술을 확보하며 사이버, 

전자전, 우주, 합동 훈련 진행 분야의 역량을 

확대했다. 앞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발전은 인민해방군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셋째, 인민해방군은 올바른 품행을 

유지하며 규정과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다. 과거 인민해방군은 

경영이 부실한 국영 기업처럼 운영됐지만 

시 주석이 정권을 잡은 후 많이 변했다. 

인민해방군 내 부패 척결 캠페인은 수많은 

중상위 간부를 적발하며 수많은 대원들의 

마음에 강력한 공포심을 심었다. 

하지만 군 지도부는 적발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대원들에게 혁명 가치를 

홍보하여 인민해방군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점을 상기시키려 한다. 사실 시 

주석은 "강한 군대 문화"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문화는 군의 모든 레벨에 

침투하고 대원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생각하는 강한 군대 문화는 이른바 

홍군 문화와 전통적인 군대 윤리가 혼합된 

것이다. 홍군 문화는 중국 국민당 군대에 의해 

전멸의 위기에 놓였다가 중국을 모두 차지한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공통 혁명 경험에서 

유래했다. 홍군 문화는 용맹, 희생, 충성, 인내, 

두려움 없음 같은 "붉은 가치"를 종종 강조한다. 

또한 정치 지도원 제도와 같은 "붉은 기관"도 

강조하며 당에 대한 복종도 강조한다. 

전통적인 군대 윤리, 즉 무덕(武德)은 

고대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전통적인 군대 

윤리에는 충성, 용맹, 엄격함의 3대 핵심 

시진핑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열린 한 전시회의 벽화에 
인민해방군 군인이  
그려져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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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있다. 충성은 국가와 의무에 헌신하는 

것이다. 용맹은 더 큰 선을 위해 희생하며 용기를 

발휘하고, 재치를 가져야 하며,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엄격함은 자신, 동료, 하급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엄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은 "네 가지 덕목을 

가진 군인", 즉 정신, 능력, 두려움 없음, 

도덕성을 가진 군인으로 인민해방군 대원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기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네 가지 덕목을 가진 군인은 공산주의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이러한 

결의를 뒤엎으려는 모든 내부 욕망과 외부 

시도에 저항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언제라도 전투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이른바 

정보화전에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며, 

전쟁을 위한 정신적 준비를 강화하고, 호기심을 

갖고 평생 배워야 한다. (정보화전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과 관련된 역량 등 

정보 기술이 군 효과에 핵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대원의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의지를 꺾는  

"평화병"의 파괴적인 효과를 거듭 비판했다. 

따라서 네 가지 덕목을 가진 군인은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덕목을 가진 군인은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뛰어난 품행을 유지하고, 법을 지키고, 삶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와 모델을 증진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은 역할 모델 육성과 매일 정치 

교육이라는 두 가지 종합 전략을 채택했다. 

역할 모델을 선정하고 이들의 영웅적인 행위를 

전파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1960
년대 "인민해방군에서 배우자"라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수많은 군인 영웅이 탄생했다. 일부는 

오래 전에 잊혀졌지만 레이 펑(Lei Feng) 
같은 일부 영웅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인민해방군 

정치선전전문가들은 과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오늘날 군인 영웅은 

남성, 한족, 완벽함의 화신이라는 1960년대의 

고정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투쟁과 노력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킨 불완전한 

비한족 여성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교육 전략은 매일 정치 교육이다. 

이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조직된 

일일 활동과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 함대는 문화 및 재미있는 

단체 활동을 통해 일련의 조치를 실행했다. 정기 

독서 클럽 모임, 영화 상영회, 피아노 콘서트, 

서예 및 사진 교실, 붉은 노래방 파티, 영화 제작 

대회, 공산당,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 해군 역사 

대회 등은 모두 네 가지 덕목을 가진 군인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혁명 순교자에 대한 기념 행사도 비슷한 목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북해 함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고 사령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대의 

헌신적인 수병을 육성하길 바라고 있다.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을 뿌리로 되돌려 

대원들이 "공산주의자"이자 "전문가"인 시대로 

복귀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혁명 전쟁이 

끝난 뒤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훈련이 더 필요한 시기에 

귀중한 훈련 시간을 줄여 정치 교육에 할애하는 

것이 문제다. 전통과 소셜 미디어가 뒷받침한다고 

해도 진부한 전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정치 선전 

캠페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인민해방군이 새로운 중국 지도자와 

공산당의 이념에 절대 충성하도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념 교육을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최신 

이념으로 무장한 장교와 병사를 육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o

중국 무장 경찰이 
베이징 천안문에 
걸린 고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지키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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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테러리스트들이 사회 및 문화 접근법을 통해 두 번째 기회를 누리고 있다.

누르 후다 이스마일(NOOR HUDA ISMAIL)

테러리스트 
재활

포
럼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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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2년 발리 폭탄 테러는 내 삶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당시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특파원으로 외국인을 
주로 하여 200여 명이 사망한 사고를 
취재하고 있었다. 취재 중 나는 경찰 

기자 회견에서 1980년대 초 6년 동안 인도네시아 
중앙 자바 솔로의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공부할 
때 룸메이트였던 파둘라 하산(Fadlullah Hasan)이 
테러범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 속으로 똑똑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하산 같은 사람이 왜 테러에 가담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사법제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수백 명의 테러리스트를 인터뷰하고 19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 후 지역 사회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암본과 포소의 군사 캠프 몇 곳을 방문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국 쉐브닝 장학금을 신청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학교의 국제안보 석사 
과정에 등록하고 수학했다. 북아일랜드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 현지 조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전 
테러리스트를 사회에 다시 통합하기 위해 활동 중인 
현지 비정부 기구와 만난 후 깨달음을 얻었다. 이 
비정부 기구가 할 수 있다면 나도 내 나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탐구와 인도네시아 반군 단체 
네트워크에 대한 역사적인 연결로 2008년 현지에는 
야야산 프라사스티 페르다마이안(YPP)로 알려진 
국제 평화 구축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 YPP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테러리스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일련의 사회적 개입을 시작했다. 

테러리스트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YPP는 테러리스트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한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되기까지는 개인의 
정치, 경제, 가족 분노부터 동료의 압력, 특정 다세대 
친척의 역할까지 수많은 궤적이 필요하다. 

체포된 테러리스트 중 일부는 결국 석방된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교도소에 
가둔 후 열쇠를 던져버려야 할까? 아니면 재활시켜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돌아가게 도와야 할까? 
분쟁 분석 정책 연구소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사법 시스템에는 전 테러리스트의 
성공적 재활을 위한 자금, 인프라, 자원이 부족하다. 
테러리스트 수감자들은 석방 후 관리 부족으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다시 폭력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들은 주류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충분한 재활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다. 

실패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하지만 석방된 테러리스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두 번째 기회를 주자는 주장은 나같은 
시민사회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쉽지 않다. 나는 
몇 가지 난관에 직면했다. 테러의 고통을 직접 겪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 같은 사람에게 전 테러리스트의 
재활은 논란이 될 수 있고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테러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사망 원인도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주요 사망 
원인은 뇌졸증, 허혈성 심장병, 당뇨병이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도넛과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의해 죽는 것보다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여전히 특정 무슬림 집단은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중부 자카르타에서 열린 작은 테러 반대 집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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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문제를 이슬람을 억압하기 위한 서방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일반 
국민에게 테러리즘은 여전히 정부의 문제다.  

테러리스트에게도 사회적 삶이 있다
파리힌 칸다이(Farihin Kandai)는 내 첫 번째 
의뢰인이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에 맞서 싸우고 1990년대 
초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용사다. 나는 2002년 더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파리힌을 알게 됐다. 그의 아내가 내가 
졸업한 솔로 응루키 알루크민 기숙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와 나는 급속히 친해졌다. 

파리힌을 인터뷰하며 나는 그가 서부 자바 출신의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후 알카에다에 합류한 함발리
(Hambali)와 가진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인도네시아 
테러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석방된 후 중부 술라웨시 카카오 
농장을 운영하며 새 삶을 시작하게 도왔다. 하지만 
이 계획은 그가 농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두 아내 사이를 
오가느라 너무 바빴다. 아마도 새로운 관계 때문에 
테러리즘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이 개입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테러리즘은 이에 연루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파트타임 일거리"다. 이들에게는 테러에 
가담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인 삶이 있다. 일부는 
파리힌의 경우처럼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에게 (일부다처제를 
제외한) 테러리즘 이외에 의미 있는 활동을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테러리스트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 
파리힌은 나와 대화 중 제마 이슬라미야 같은 

폭력적인 단체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준 적이 있다.  

그는 "테러리스트 단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모험적인 여정이다"며 "나보다 더 큰 무엇, 
알카에다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함발리는 늘 
우리에게 세계의 부패한 세속적인 체계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과 권위가 있었다. 내가 
인터뷰한 테러범들은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더 크고, 모호하고, 종종 국제적이고, 
더욱 이념적으로 구축된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이러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한 경험 
때문에 그는 제마 이슬라미야 내에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다. 

파리힌처럼 이미 지하드를 수행한 영웅의 
이야기는 지하드 하위 문화에 중요한 정치 선전 
도구다. 커뮤니티는 글로벌 미디어 문화와 기술을 
통해 전파되는 결과물과 내러티브로 그들의 행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기념하고, 지지하고, 홍보한다. 

파리힌은 유명한 지하드 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다. 이러한 가족 관계가 
있었기에 그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훈련을 받도록 선택됐다.

테러리즘은 이에 
연루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파트타임 일거리"다. 
이들에게는 테러에 
가담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인 삶이 있다.

이슬람 반군이 많이 배출된 알무크민 기숙학교 근처의 이슬람 
서점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이 책을 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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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의 삼촌이 1950년대 인도네시아의 첫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의 
동생 중 다수도 1990년대 말 자카르타 필리핀 대사 
관저 폭탄 테러, 2000년대 아트리움 몰 폭탄 테러,  
2000년대 중부 술라웨시 포소 지역 분쟁 중 교회 
방화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테러에 관련되어 
있다. 한마디로 테러리즘은 파리힌의 가업이다. 

파리힌에 따르면 좋은 소식은 테러리스트로서의 
삶이 힘들고 따분하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 파리힌 같은 50대의 
남성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활동이다. 다시 말해 
파리힌은 나이가 들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지만 이슬람을 지켜야 한다는 열정과 바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무자히드(이슬람어로 전사)는 내 핵심 
정체성이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파리힌은 2014년 중반 매우 어린 청년 
무리가 중부 자카르타 멘텡 모스크에 모여 이슬람 
국가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Abu Bakr al-
Baghdadi)의 이슬람 칼리프 선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 모스크는 주 자카르타 미국 대사관 
바로 근처에 있었다. 

2015년 초 나는 그에게 알바그다디의 칼리프 
프로젝트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알바그다디 지지자들은 모든 무슬림이 
칼리프 지도자로서 그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히즈라
(이주)를 실행하여 칼리프의 영토를 지키고 다른 
전통적인 무슬림 국가로 국경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터무니없다. 더불어 이슬람 국가 
지지자들은 지하드에 대해 전혀 모른다. 
따라서 지하드를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는 

반군 동료들에게 별칭 유수프 아디라마(Yusuf Adirama)로도 알려진 마흐무디 하르요노(Mahmudi Haryono)가 인도네시아 중부 자카르타 솔로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 하르요노는 전 지하디스트가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재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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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전에서 지하드를 경험했다. 이념적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진영과 긴밀히 협력했다. 
무슬림의 땅에서 러시아 군대를 쫓아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쳤다." 

아마도 그가 말한 이러한 반 이슬람 국가 입장 
때문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국가 영향을 막기 위해 그를 이용했을 것이다. TV를 
비롯한 언론은 그를 인터뷰했다. 

그의 TV 인터뷰를 보면서 그가 진심으로 이슬람 
국가 이념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잔혹한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용감하게 말했다. 

그가 이슬람 국가의 정교한 정치 선전에 반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그의 TV 출연 인터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예컨대 그는 자신의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때문에 간결한 논리로 이슬람 국가의 
위선을 체계적으로 강조할 시간이 부족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슬람 국가가 신규 대원에게 전하는 
윈윈 조건이 허위임을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슬람 국가는 신규 대원이 대의를 위해 죽으면 
사후 순교자가 되거나 새로운 질서에서 영웅이 될 
거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 같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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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야다. 나는 파리힌 같은 전 
테러리스트를 활용하여 테러리스트 커뮤니티 내에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나는 테러리스트 커뮤니티 내부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순교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선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폭력적인 네트워크를 떠난 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지하드 운동의 위선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에게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 테러리스트를 이용하여 폭력적인 
극단주의 활동에 대응하는 데 난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 이야기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유명인사가 됐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막고, 무장 
단체로 돌아가지 않게 차단해야 한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아부 톨루트(Abu Tholut)와 아둘라 수나타
(Abdullah Sunata)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협조적"
이라 판단했지만 석방된 직후 2009년 아체 군사 
훈련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 테러리스트들과 
이념이 아니라 인도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했다.  

파리힌 같은 많은 지하디에게 이슬람 이념은 
지하드 세계에 합류하는 주요 이유가 아니다. 
대부분의 지하디는 종교에 대해 모른다. 그보다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나 반군 활동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테러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단체에 들어간 뒤 단체의 이념이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2018년 8월 YPP 팀과 함께 전 테러리스트 10명과 
우스타드(교사, 즉 대학 교수 및 무슬림 학자) 20명을 
대상으로 남녀를 동등하게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시했다. 

전 테러리스트들은 네 세대를 대표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무자헤딘에 
참전하여 소련과 싸운 집단, 1990년대 필리핀에 이슬람 
통치를 구현하려던 무슬림 단체의 전 전사 두 명,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기독교 분쟁에 참가했던 여섯 
명, 마지막으로 20여 명의 가족과 함께 이슬람 국가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갔던 19세 소녀로 구성됐다. 

전 테러리스트와 우스타드는 짝을 이루어 
배치됐다. 전 테러리스트들은 "천사"로 불리며 "인간"
이라 불리는 우스타드에게 희망을 주는 텍스트나 
레스로랑 뷔페에서 가져온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변화는 아주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나는 이러한 사회적 개입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신규 
대원을 모집하는 반군의 정교한 기법에 대응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자료도 도입했다. 

시리아 라카의 이슬람 국가 본부가 무너지며 그 
영향력은 감소했다. 그러나 버마 라킨 사태나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같이 무슬림이 관련된 인도주의 
문제가 세계 각지에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세이 멘치림의 알 히다야흐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카르티니 팡가빈(Kartini Panggabean, 상단 중앙)
이 수업 중이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자 전 급진주의 전도사였던 
카이룰 갈잘리(Khairul Ghazali)는 습격 중 아버지를 잃었거나 
현재 아버지가 테러 혐의로 투옥 중인 반군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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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은 이를 인도네시아에서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미디어가 모집 패턴을 바꾸었다. 
과거에는 종교적 설교, 학교, 친구, 친척을 통해 순전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합으로 
모집이 이루어진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친구이자 홍보 및 디지털 브랜딩 
전문가인 사할라 판자이탄(Sahala Panjaitan)에게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요령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전 테러리스트와 사업가 사이에 유사성이 
많아 그의 강의에 전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공감했다. 전 
테러리스트들은 사업가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이야기를 잘 전하고, 종종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의 대테러 전문가 굴나즈 바이그(Gullnaz 
Baig)는 싱가포르에서 날아와 페이스북의 콘텐츠 공유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전 테러리스트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싱가포르의 인도주의 

지원 활동가 하산 아흐마드(Hassan Ahmad)를 초청하여 
아프가니스탄, 예멘, 일본에서 활동을 공유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에게는 www.ruangobrol.
id 웹사이트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부탁했다. 이 워크숍의 동기들은 왓츠앱 그룹을 통해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 

웹사이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나는 웹사이트를 
PT 크레아시 프라사스티 페르다마이안 이라는 새로운 
기업명 아래 소셜 기업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이 
회사를 통해 나는 영상 제작과 도서 출판이라는 두 
가지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야기에 진실성을 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선택했고, 
다큐멘터리는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의 출판과 
연계했다. 다큐멘터리와 책이 준비되면 상영회와 공유 
세션을 통해 테러 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영상을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응 캠페인에 사용하는 
것은 내게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다. 이제까지 나는 
다음의 다큐멘터리 세 편을 제작했다. 

1. 감옥과 낙원(Prison and Paradis)은 일본 야마가타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첫 번째 발리 
폭탄에 가담한 테러리스트 세 명 및 그의 가족과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에서도 상영됐다.

2018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 반군과 희생자의 만남 
중, 이슬람 반군이었던 무크타르 다엥 라우(Mukhtar Daeng Lau)이 
동영상에 등장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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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다큐멘터리 지하드 셀카(Jihad Selfie)는 
인도네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400여 회 상영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아크바르 마울라나(Akbar Maulana)
의 삶을 소개한다. 그는 이슬람 국가 전사가 되려 
했으나 부모님과 긴밀한 관계 때문에 결심을 
포기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 다큐멘터리를 
인도네시아인의 집단 이주를 방지하는 
캠페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마지막 다큐멘터리 뇌물(The Bride)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랑을 찾는 인도네시아 여성 이주 
노동자 세 명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사이의 온라인 급진화를 집중 조명한다.
 

현재는 이맘 라카를 찾아서(Seeking the Imam-
Raqqa and Back)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가족과 함께 이슬람 
국가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갔던 19세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또 2019년 프로젝트로 칼리프의 자녀(Cubs of 
Caliphate)라는 다큐멘터리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슬람 국가에 합류한 어린이들의 
삶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기회
일부 테러범들은 결국 석방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필요하다. 이는 석방될 테러범과 그 가족, 특히 
아내와 자녀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좋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사회는 석방 후 일자리와 삶의 
선택을 위한 직업 교육에 의도적으로 투자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한편 전 테러리스트의 이야기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응 프로그램에도 사용될 수 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응은 "체포 또는 사살" 접근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체계적인 사회 개입으로 급진화 
과정을 막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폭력적인 활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그런 의지를 좌절시키고 체포된 
폭력적인 테러리스트을 재활시킬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응은 예방에 관한 것이다.  

폭력 예방과 급진적인 이념 탈피는 여전히 재활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면 접근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재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정신 및 심리적 건전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인간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재활을 
위해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사회 복귀로 가는 
길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다.  o

정책 권장사항 

1.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다큐멘터리, 책, 만화,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비롯한 대중 문화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이 

급진화되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화를 촉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2.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응 프로그램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거나  

"테러리즘은 이슬람이 아니다" 같은 

일반적인 슬로건을 넘어서는 활동을 

해야 한다. 커뮤니티 차원 활동,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양항뱡 미디어의 사용으로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 전 반군, 테러 공격 생존자들이 테러리스트 
희생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AP 통신



포럼 스태프

대화
인도가 인도네시아 항구를 개발하여 해양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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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라카 해협 입구의 수마트라 북쪽 끝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사방항이 새 단장을 거쳐 
인도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5월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사방항  
"내부와 주변의 항구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방은 북부 
수마트라 웨섬의 마을이다. 인도는 인프라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대가로 사방항을 
상업 및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독립적인 
저널 겸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리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부 조정 장관 루후트 판자이탄(Luhut 
Pandjaitan)은 선박과 잠수함이 사방항에 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파트너십의 표면적인 목적은 관광을 
증진하고 수산업 같은 "청색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만 여기에는 군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항구 사용권을 얻는 인도는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양에서 나날이 활동 범위를 넓히는 중국을 
견제할 또 다른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 해군 퇴역 준장 압하이 쿠마르 싱(Abhay 
Kumar Singh)은 포럼과 인터뷰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부상이 가진 불확실성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방학 분석 연구소의 연구 펠로우 싱은 
양국이 파트너십이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국제적으로 지역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에서 다극주의 지역 질서가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싱은 2018년 5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자카르타 방문 후 발표된 공동 
성명서가 해양 협력 강화가 "지역의 거대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싱은 "양국은 양자 전략적 파트너십이 지역 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중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사방항이 상업 발전보다 군사용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연구 및 조정관 앙슈만 
차우더리(Angshuman Choudhury)는 유라시아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사방항은 크기가 작고 

인도네시아 내륙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양 무역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면 사방항은 인도 안다만제도와 
니코바르제도의 최남단에서 불과 90해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시 안다만해 내부와 주변의 
넓은 지역을 용이하게 정찰할 수 있고, 전시에 
말라카해협을 조기에 차단하고, 인도양 동부 
지역을 추가 전략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근접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
고 주장했다. 차우더리는 웨섬에 이미 운영 중인 
공항이 있으며 이 공항을 업그레이드하여 군용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방에서 이미 군사 협력이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에는 인도 해군 순찰함 INS 수미트라호가 
사방항을 방문했다. 인도 영자 일간지 비즈니스 
스탠다드 신문에 따르면 이 순찰함을 맞아 
인도네시아 전통무 공연이 진행된 것은 물론 주 
인도네시아 인도 대사 RK 라와트(R.K. Rawat)도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열렸다.

그러나 인도양의 중국 해군에 대응하는 것만이 
사방항 파트너십의 이점은 아니다. 싱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에서 협력한다는 공통 
비전이 "해양 협력의 점진적인 강화"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방은 그레이트 채널이라고도 알려진 
식스 디그리 채널 사이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희망봉, 아덴만, 호르무즈해협을 오가는 인도양의 3대 

인도네시아 아체주 사방항에서 인도네시아 군이 경계를 서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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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가 그레이트 채널에서 합쳐진다"며 "말라카 해협의 
출입구로서 그레이트 채널 또는 식스 디그리 채널은 
해양 운송 시 말라카 해협을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사방이 위치한 아체 지역 주변 바다의 해적 
역사를 언급하며 해적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우더리는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버마, 지부티, 
몰디브, 파키스탄, 탄자니아와 민군 겸용 항구 
협약을 체결하며 인도양에서 그 영향력을 
급속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가 버마,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을 비롯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면, 지역 전반에 일련의 
군사 및 경제력 거점을 수립하려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인도는 군 간 조율, 합동 
해양 순찰, 해군 훈련, 연안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인도양의 전략적 컨버전스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증진하여 기선을 잡았다"며 "하지만 
인도는 인도양에서 중국과 충돌 시, 작은 연안국이 
무조건적으로 인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우, 중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지역 내 항구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 
중국은 스리랑카 정부가 함반토타 항구 건설용 
차관을 갚지 못하자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임대하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파키스탄 과다르에서 중국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일환으로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와 차관으로 미화 460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북동쪽에 
위치한 과다르항의 소유권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중국이 
과다르항의 해군 사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인도와 미국의 관계자는 중국이 향후 군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과다르를 지목했다. 
로이터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과다르항을 환적 허브 
겸 초대형 항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과다르와 중국 서부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로 연결될 것이다.

지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사방항 협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사방항의 군사 협력 전망에 대해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018년 5월 신문은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도의 해외 항구 투자에 늘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경제 통합을 증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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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사방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는 이곳을 
통과하는 해로와 어느 정도 관련이 갖는다. 인도가 
전략적인 사방섬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게 되고 결국 손가락에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장기 파트너 
이러한 비난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수십 년에 
걸친 파트너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싱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동인도양에서 해양 국경을 공유하는 연안 
이웃국으로서 양국에 공통 이해와 안보 문제가 있다며  
"덕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해양 협력 강화에 
이상적인 환경을 가진 셈"이라고 말했다.

싱은 인도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1950년대부터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동안 해군에 
복무하며 미사일 및 함포전 전문가로 활동한 싱은 
양국 해군이 1958년 처음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1960년 7월 첫 해군 합동 해군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부분적으로는 냉전 역학과 "지역 인식" 

분산으로 인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양국의 군사 
관계가 약해졌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양국의 전략적 인식이 
상당히 일치하면서 해양 협력이 강화됐다. 현재 
양국은 정기 양자 훈련, 합동 순찰, 해양 영역 인식 
협력, 해군 훈련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사방항 프로젝트의 경우 인도 해군은 사방항을 
병참 및 재보급 기지로 사용하여 인도양 동부와 
말라카 해협에서 작전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는 기사에서 사방항이 "인도 
해군의 인도주의적 비상 시 대응, 재해 구호 제공, 
대해적 순찰 진행 능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은 인도주의적 지원, 대해적 순찰 또는 해로 보호 
임무 등 그 목적이 무엇이든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웃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인도에게 중요한 파트너다"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인도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o

인도네시아군의 창설 73주년 기념일을 맞아 군인들이 사방항에서 행진 중이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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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방의
새 날 

2019년 1월 캘리포니아주 캠프 펜들턴에서 실사격 
훈련 전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이 지시를 듣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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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국방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은 물론 다른 세계 지역에서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변함에 따라 일본이 국가 안보 책임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계획대강(NDPG)에 따르면 일본은 군사 
역량을 확대하여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주권을 지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보여주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특성을 유지할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발표된 이 지침에는 일본 정부와 
방위성이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법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방위계획대강(NDPG)은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국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이를 통해 자체 합의와 자주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영토, 영해, 영공, 주권, 
독립성을 지키고 일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 10월 일본 방위성 대신으로 취임한 이와야 
다케시(Iwaya Takeshi)는 2019년 1월 워싱턴 DC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방문 시 최신 방위계획대강(NDPG)을 
소개했다.

이와야 대신은 방위계획대강(NDPG)의 3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 첫째, 일본은 국방 태세를 개선할 것이다. 이와야 
대신은 "주권 국가로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주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둘째, 일본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미일 방어 협력 지침에 따라 노력을 가속하여 
위협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

• 셋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아래 일본은 보편적인 가치와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일 동맹은 그러한 협력을 증진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일본은 국방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방 역량을 실현하는 
개념으로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도입했다.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핵심은 교차 영역 작전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의 실행은 강력한 위협에 대한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이 방위계획대강(NDPG)을 성공적으로 
고수하면 각 영역에서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대신은 "이를 위해 일본은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기 영역의 새로운 영역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할 것이다"며 "또한 전통적인 영역에서 
역량과 관련하여 해양 및 공중 장악력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화력과 종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새로운 영역과 전통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 역량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일 동맹은 어려운 
국제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주변 안보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제 세력 균형의 변화가 
가속하고 더욱 복잡해지면서 기존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더불어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기 
영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역의 사용이 빠르게 확장되며 
지상, 바다, 공중이라는 전통적인 물리 영역에서 대응을 
우선하는 국가 안보의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 영역 방위군 구축
일본의 향후 5년간 목표 국방 지출액은 미화 2453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5년 기간 국방 조달비를 수립하는 
이전 중간 국방 프로그램 중 책정된 금액보다 11퍼센트, 즉 
미화 250억 달러 증액된 규모다. 이와야 대신은 기록적인 
국방비가 방위계획대강에 명시된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이 회계 연도 2022년까지 우주 
부대를 창설하여 평시부터 비상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주 활용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또한 회계 연도 2023년까지 방위성 대신 직속 사이버 방위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와야 대신은 "사이버 방위 부대는 일본이 적의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의 사이버 공간 사용을 
교란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이버 방위 역량을 
국내적으로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에 
대한 항공기, 함정,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통적인 영역에서 역량 강화를 우선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8년 일본 내각은 F-35A 63대와 F-35B 42대를 
포함하여 미국산 F-35의 주문 수량을 42대에서 147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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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래픽 뉴스, 로이터

공중과 해상 작전에서 일본과 미국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한 훈련 중 일본 
남해에서 유도 미사일 구축함 일본 자위대 콩고호(앞)가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스테뎀호와 함께 항해 중이다.
다니엘 제임스 루이스(DANIEL JAMES LEWIS) 병장/미국 해군

일본의 미사일 방어
일본은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로켓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체계로 탄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기지 두 곳에 
설치될 지상형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2023년 전력화 예정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구매를 평가 중이다.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콩고급 구축함 네 
척 및 이지스급 구축함 두 척:

• 360도 탐지 능력을 갖춘 레이더

• 200킬로미터 범위에서
100개 표적 동시 추적 가능

지상 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
일본은 탄도 미사일 방어에 패트리어트
PAC-3 대공 미사일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역의 17개 부대에 배치되어 종말 단계에 탄두를 
요격하며 도시 등 특정 대상을 보호하고 있다.

도쿄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MIM-104F PAC-3 미사일
73킬로그램 파편 탄두

RIM-161 스탠다드 미사일 3

콩고급 구축함

2017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PAC-3 

미사일 부대가 도쿄 방위성에 배치되어 있다.  AP 통신

길이: 5.2미터

사거리: 15킬로미터

무게: 312킬로그램

길이: 6.5미터

사거리: 500킬로미터

무게: 1.5톤

길이: 161미터

배수량: 9500톤

최고 속도: 30노트

승무원: 300

레이더 기지
강력한 탐지 및 추적 
레이더(FPS-3 및 FPS-5)
를 비롯한 지상 레이더 
네트워크가 일본의 탄도 
미사일 방어 전략을 
뒷받침한다.

해상 탄도 미사일 방어
일본은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6척에서 8척으로 늘리고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탠다드 미사일 3의 
고급 버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콩고급 구축함

미사일 부대가 도쿄 방위성에 배치되어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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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기로 합의했다. F-35B는 미국 해병대용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기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는 F-35A 
대부분이 일본 나고야에서 조립되어 회계 연도 2022년 
말까지 납품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성 대신은 일본이 함정과 상륙군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원거리 공격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오지 섬을 보호하기 위해 초고속 
그라인딩 발사체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와야 대신은 "이러한 개발을 통해 일본 영토의 상시 
방어를 위해 어떠한 위협도 대응하기에 충분한 국방 
태세를 갖출 것이다"며 "모든 군을 통합하고 단일 지휘 
통제 아래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위계획대에 따르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상륙 부대인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여단를 
만들어 오지 섬에 대한 차단 
역량을 강화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아이언 피스트
2019 중 상륙 장갑차를 
소개하고 상륙군을 인증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
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자신만의 주장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기 
위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동중국해의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일본은 자국 영토의 
일부인 센카쿠 제도 인근을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 영해를 계속 
침범하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 및 기타 활동이 
국방 정책과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연계되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 사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며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중국이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 더욱 
협조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유래 없이 자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 기밀을 
훔칠 수 있고 타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이버 부대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위계획대강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 활동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주며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완보를 훼손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국제 사회도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확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19년 4월과 5월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면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강력한 지역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제3의 
국가다. 러시아는 군을 현대화하고 핵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북극권, 유럽, 미국 주변 
지역, 중동은 물론 일본의 북방 영토를 

비롯한 극동까지 이러한 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주의할 계획이다.
방위계획대강은 "냉전 

시대에 우려했던 것처럼 주요 
국가 사이의 대규모 군사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본의 
안보 환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힘겨워지고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외교 강점
최신 국방 지침은 국방 역량 

강화와 마찬가지로 외교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공통 비전은 일본 
파트너십의 중심이다.

방위계획대강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본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일본과 보편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미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성 대신은 일본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이 보편 가치와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안보를 전략적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이 합동 훈련, 국방 장비 및 기술 
협력, 군부대 상호 교환을 비롯한 국방 협력 및 교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의 노력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 중요한 우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o

아이언 피스트 2019 훈련 중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대원들이 상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로버트 커틀러 브라이스(CULTER BRICE) 상병/미국 해병대



자유의

미국 육군 일본 사령관이 그의 가족의 사이공 탈출담과 그 경험이 그의 군 복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들려준다.

1
975년 4월 30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과 

그 날의 이미지는 비엣 쑤언 루옹 소장의 

마음에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다. 역사책은 

이날을 사이공 함락의 날로 기록한다. 

공산주의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남베트남 

수도를 점령하면서 남베트남을 항복시키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날이다.

미국 육군 일본 사령관 루옹 소장에겐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이 영원히 바뀐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 당시 9살이었던 루옹 소장과 그의 가족은 

사이공 떤선녓 공항에서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 해병 의무 장교였던 루옹 소장 아버지의 미국 

친구가 루옹 소장 가족이 베트남을 떠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준 순간 공항이 폐쇄된 것이다.

2018년 12월 일본과 미국의 연례 군사 훈련 

야마 사쿠라 중 히스토리 채널 저팬과 포럼과 가진 

인터뷰에서 루옹 소장은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며 "항공기는 물론 대포와 박격포로부터 포격이 

날아왔다.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루옹 소장의 가족은 알지 못했지만 프리퀀트 

윈드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 미국이 지휘한 이 

작전은 사상 최대 헬리콥터 철수 작전이다. 
History.com에 

따르면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헬리콥터 81대가 

미국인 1000여 명과 베트남인 6000여 명을 해안에 

있는 항공모함으로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루옹 소장의 가족은 사람들과 함께 USS 
핸콕호로 이송되었다.

루옹 소장은 항공모함에 내리던 순간을 "매우 

선명히" 기억한다. 그에 따르면 항공모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 해안에서 

떨어진 섬으로 내렸다고 생각했다.

루옹 소장은 빰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셔츠를 당기며 어디냐고 물었다"며 

"아버지는 제7함대 항공모함 USS 핸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나는 어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아버지에게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루옹 

소장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말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너를 해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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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옹 소장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경험이 바탕이 되어 나는 훗날 내가 이 나라에 진 빚을 

갚아야 하며, 군에 복무하며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의 대가, 내가 

맡은 의무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면에서 

내가 국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주한 미8군 부작전 사령관으로 복무한 후

2018년 8월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주일미군 

사령관으로서 그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16개 시설에 

주둔 중인 2500명의 군인, 민간인,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

루옹 소장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전문성과 뛰어난 대원 

및 장비를 칭찬했다. 야마 사쿠라와 같은 훈련은 미국이 

일본과 육상자위대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긴밀한 

관계의 힘을 보여준다.

루옹 소장은 "우리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 주둔 역사를 갖고 있다. 미일 양국의 군 대 

군 관계는 매우 훌륭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옹 소장은 일본의 최신 방위계획대강에 따라 

육상자위대가 무기 구매와 조직 개편 면에서 반응성과 

파괴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루옹 소장은 "이는 일본 자위대에게 매우 새로운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나아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루옹 소장은 미국과 일본 육상자위대를 비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인재 수준과 군대 운영 방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지휘관을 신뢰하고 이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는 "일본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며 "일본인들이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곧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자위대와 협력은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루옹 소장은 미국 군대가 일본과 함께 협력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개념을 지지한다는 것을 

일본이 알아주길 바란다.

루옹 소장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양국의 조약에 따라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해와 지지뿐이다. 때로 우리의 훈련 방식, 전투 

방식, 실사격, 항공기들이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자유의 대가로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를 잃기 전까지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때로 포기해야 할 것, 희생해야 할 

것,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o

1969년 7월 
베트남 전쟁 중 
베트남 사이공 
떤선녓 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 군인들이 
행진 중이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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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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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더불어 미국이 극초음속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군비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Military.com에 따르면 2018년 8월 당시 미국 육군성 
장관이던 현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는 
미국이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극초음속 

무기 연구 개발을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2028년까지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극초음속 무기 개발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초음속 항공기는 최소한 음속의 5배, 즉 마하  
5이상으로 비행하여 미국 대륙을 약 30분 내에 횡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무기화하면 이에 대응하는 비슷한 
기술이 없는 국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모든 면에서 극초음속 무기는 찾고, 
추적하고, 파괴하기 힘들다.

CNBC에 따르면 2018년 8월 당시 합참 부의장 폴 셀바(Paul Selva) 
미국 공군 대장은 "미사일 방어가 쉽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라. 
총알을 총알로 맞춘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이다"며 총알이 음속의 13배로 
비행하며 경로를 바꾼다면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극초음속이다"고 말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과 활공 비행체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된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마하 5이상으로 비행하는 비탄도 
미사일이다. 즉 표적에 도달하기 위해 중력을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다르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우선 포물선을 그리며 
우주로 발사되어, 이 포물선 상에서 탄두를 분리한 뒤 극초음속으로 
대기권을 향해 강하한다. 전통적인 ICBM은 탄두의 경로를 중력에 맡긴다. 
디펜스 IQ에 따르면 극초음속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탄두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활공 비행체에 장착되며, 활공체는 공기역학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음속을 돌파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를 타고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에 도달한다. 

2018년 3월 국가 연설 중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극초음속 핵무기 역량을 

소닉 
붐
더 워치 스태프

미국,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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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아방가르드를 "이상적인 무기"라며 나토의 
미사일 및 대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은 물론 미래의 어떠한 
대미사일 체계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정보 당국은 놀라지 
않았다. 러시아가 10여 년 동안 세계 안정을 해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CNBC는 미국 정보 보고서를 인용하여 
러시아가 성공한 시험에 핵탄두가 장착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기타 국가에 엄중히 경고했다.

CNBC에 따르면 셀바 대장은 "모든 잠재 
적대국에게 경고한다. 해당 물체가 핵무기라면 미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이 받은 것과 동등한 
피해로 보복할 것이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니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재래식 타격 무기에 
집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 중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하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다.

영국 온라인 신문 더 인디펜던스에 따르면 2018년 
3월 당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나우어트(Heather 
Nauert)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며 "그것은 책임 있는 국제 사회 일원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 중인 또 다른 강대국 
중국은 2018년 8월 신형 극초음속 무기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중국항공우주연구원(CAAA)은  
"스타리 스카이 2호" 항공기의 첫 시험을 실시하여 
최고 속도 마하 6(음속 6배, 시속 7344킬로미터)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CAAA는 극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중국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 개발의 일부로 시험을 진행했다고만 
말했다. CAAA는 성명서에서 "스타리 스카이 2호 
비행 시험 프로젝트는 매우 혁신적이며 기술적으로 
어려워 수많은 첨단 국제 기술 과제를 직면했다"며 
"비행 테스터는 제어 가능하고 과학 데이터는 
유효하다. 로켓을 완벽히 회수하여 스타리 스카이 
2호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중국 
최초의 '웨이브라이더' 위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웨이브라이더는 극초음속 항공기의 일종으로서 
자체 충격파를 양면(lifting surface)으로 사용하여 
양항비를 개선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원리
극초음속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스크램제트와 부스트 글라이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공기 흡입식 스크램제트는 

고속에 의지하여 출력을 얻는다. 

가속하면서 공기와 연료가 엔진에 더 

많이 투입되어 극초음속에 도달할 수 있다.

부스트 글라이드 모델은 재진입 

비행체에 탑재되어 매우 높은 고도에 도달한 

후 지구의 대기 상층부로 이동한다.

기존 탄도 미사일은 이미 초음속으로 

비행한다. 이 미사일은 핵 및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도록 제작되어 비행 중 외기권에 

도달할 수 있지만 기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신 등급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더 작고, 유도 비행할 수 있으며, 전구작전 시 

재래식 폭발물을 탑재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제작될 것이다.

출처: 데일리 메일

X-51 극초음속 비행체를 탑재한 미국 공군 B-52

가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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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를 발전시킴에 
따라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 전략 사령부 존 하이튼(John 
Hyten) 대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극초음속 
역량을 시험했다. 러시아도 시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극초음속 역량은 중대한 도전이다"며  
"극초음속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센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적대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 중국의 초음속 역량 수준은 
그들이 시사한 것보다 앞서있을 수 있음에도 중국이 
극초음속 개발에 관한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의 극초음속 운반 시스템이 중국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비행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2018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방 연구 
엔지니어링 차관 마이크 그리핀(Mike Griffin)은 "이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나 전진 배치 부대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청문회 중 그리핀 
차관은 "현재 미국은 동등한 방식으로 위협할 체계가 
없으며 해당 시스템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적대국이 
극초음속 기술을 사용한다면 현재로서는 미국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미국 공군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도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학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시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압축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시험을 통해 무언가 배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 공군 획득, 기술, 병참 보좌관 윌 
로퍼(Will Roper) 박사는 2018년 7월 디펜스 뉴스 잡지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렇게 사고 방식을 바꾸면 극초음속 
프로그램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 3~4년 내에 초기 
작전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 장기 준수 기간 대신 실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2018년 6월 로버트 워크(Robert Work) 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중국군 
현대화와 차세대 군사 기술에 대한 적극 투자를 
최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30년까지 인공 
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군현대화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려는 중국의 정책이 특히 극초음속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굳건한 전략적 존재와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필요를 앞설 수는 없다. 

CNN과 인터뷰에서 워크는 "미국은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o
더 워치는 미국 북부 사령부가 발행하는 잡지다.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비행체가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고 목표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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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역할
인도 태평양에서’

지역 내 성공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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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M 하디(JANE M. HARDY) 대사/주 호놀룰루 호주 총영사관

호
주는 2016년 국방 백서와 
더불어 2017년 
외교 백서에서 미래 
전망을 분명히 밝혔다. 
2017년 백서에서는  
"성공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즉 강력한 

국내, 외교, 국방 및 국가 역량과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를 보장하기 위한 해외 원조 제공을 
명시했다.

"모든 국가의 권리가 존중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백서는 호주 미래의 기반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백서는 미국이 
이 지역에 강력히 개입하지 않을 경우 세력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호주가 추구하는 수준의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상징하는 것은 2018년 11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말한 것과 같다. "우리 
메시지는 간단하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확고하고 변함없다."

이 지역은 간단하거나 고요한 것과 거리가 멀다. 
지리경제적 무게와 힘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일부 
기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생산량은 미국을 앞서고 
인도는 경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많은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구조 내에서 
상응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해상 및 지상 
국경, 바다, 공중, 지역 경제 통합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립된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변함없는 핵심 가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호주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호주는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다. 이러한 
가치와 그것을 유지하는 제도에 대한 결의가 호주에 
자신감과 신뢰를 준다.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강압이 없고, 
분명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호주는 지역 
파트너와 함께 실질적인 장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 설명한 새로운 호주 구상은 수십 년간 
지역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순찰선부터 
인프라, 전략적 대화, 스포츠, 교육, 사이버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양자, 다자, 정부, 비정부, 
공통 이해를 가진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파트너십이 관련되어 있다.

2018년 11월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파푸아뉴기니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21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이 열린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1989년 호주 총리의 제안에 의해 
창설됐으며 한국과 싱가포르가 동참했다. 이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두 배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다.  

호주는 30년 이상 아세안 및 파트너국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포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환태평양과 인도를 
아우르는 주요 무역 협정 등 지역 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 지리, 다양성을 
반영한다.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하게 
펼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인도 태평양 내 다양한 활동
호주는 오래 전부터 인도의 부상하는 경제력을 
인정해왔고, 최근에는 양국 경제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도와 호주는 정기 2+2 
외교 및 국방 회의, 해양 대화, 기타 안보 관련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 미국 그리고 지역 외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일본과 대화를 수립했다. 2019
년 호주의 대표적인 연례 해양 활동인 인도-태평양 
노력( Indo-Pacific Endeavour, IPE)은 인도양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인도-태평양 노력은 지역 구조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호주의 방위 우선 순위를 
증진하고 지역 파트너와 해양 안보 협력 결의를 
강화하는 합동 훈련이다.

또한 호주는 한국전 참전과 이후 활동을 통해 
한국과 긴밀한 경제 및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호주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및 전달 체계 개발로 

호주와 미국의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탈리스만 세이버 2017 중 
호주 공군 C-130 J 허큘리스가 미국 공군 MC-130J 코만도 II와 호주 
퀸즐랜드 상공을 비행 중이다.  제시카 테이트(JESSICA TATE) 대위 /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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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위협을 관리하는 노력에 외교 및 물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호주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목표로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특수 전략 파트너십과 다양한 양자,  
삼자(미국 포함), 기타 다자간 프로그램을 맺고 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결정하고 지역의 
미래 전략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호주의 중국과 양자간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다.  

일부 사안에 대해 양국은 뚜렷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 호주는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  

호주는 중국과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방위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른 파트너와 함께 양자 및 다자간 호주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관계
1940년대 호주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외교 관계를 
시작했다. 현재 호주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공식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호주는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와 대화한다.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양자 관계를 비동맹 관계 중 
최고 수준인 종합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테러 및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싸움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호주의 안보 협력은 사법, 정보, 법률, 
법무를 아우른다. 

2017년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는 반군이 필리핀 
마라위를 공격하자 호주 방위군 AP-3C 오리온 정찰기가 
필리핀군의 마라위 해방 작전을 지원했다. 마라위 해방 후 
호주 방위군 제629 합동 임무 그룹은 필리핀군과 대테러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현재까지 호주는 필리핀군 
7000여 명에게 중동에서 호주 지역으로 전파된 복합 테러 
전술에 대한 호주 방위군의 경험과 접근법을 교육했다.

호주는 국제 및 현지 비정부 조직을 통해 실행 중인 
12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호주 평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의 회복 및 장기 평화 구축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과 피지,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와 대테러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호주는 아세안의 오랜 대화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18년 아세안 호주 특별 정상회의는 호주와 
아세안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민간 해양 및 국경 
보호, 해양 영역 인식, 해양법 및 적용, 지역 어자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호주는 지역의 차세대 성장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경제 거버넌스 및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호주의 메콩강 수자원 
프로그램은 더욱 공평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개 아세안 회원국 청년을 

보스 리프트 2019 훈련 중 말레이시아 육군 전투 훈련 센터에서 호주 군인이 정글 
생존 기술을 호주 고용주에게 교육하고 있다.카일 제너(KYLE GENNER) 상병/호주 국방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헨더슨 오스탈 오스트레일리아 조선소에서 
가디언급 순찰선을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에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사령관 길버트 토로포(Gilbert Toropo) 소장과 호주 
방위군 사령관 앵거스 캠벨(Angus Campbell) 대장이 참석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줌란스키(CHISTOPHER SZUMLANSKI) 일병/호주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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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연계를 심화할 것이다.

태평양 구상
최근 호주는 남서 태평양에서 참여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남서 태평양은 
호주 외교 정책과 전략적 전망의 최전방이자 중심에 
있다. 호주 방위군은 이미 태평양 참여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을 더 확대할 것이다.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 아래 호주는 더 많은 고성능 
순찰선과 공중 정찰을 제공하고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불법 조업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은 30년 동안 2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가디언급 순찰선 21척을 
제공한다(태평양 섬국가에 19척, 동티모르에 2척).

호주는 솔로몬 제도와 양자 안보 협약을, 투발루, 
나우루와 안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호주와 바누아투는 
최근 안보 협력 강화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호주의 
바누아투 신입 경찰 훈련과 양자 안보 협약 협상이 포함된다.

피지와 호주는 블랙록 평화유지 인도주의 지원 및 
재해 구호 캠프를 경찰 및 평화유지군 훈련을 위한 지역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는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주 
롬브럼 해군 기지에서 중요한 공동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도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롬브럼 개발은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주의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준비로 생겨난 추진력을 이어가며 
파푸아뉴기니의 경찰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호주는 장기 순환 호주 방위군 태평양 모바일 
훈련팀을 창설할 것이다. 이 팀은 호주에 기반을 두고 
태평양 각국의 군대와 훈련하고 참여할 것이다.  

호주 해군은 태평양 주둔을 확대하여 신형 가디언급 
순찰선과 함께 이웃국과 해양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파트너십 강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방위군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의료 서비스, 통신, 
감시, 병참, 해양 지원 및 계획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구축할 것이다. 

호주는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셜제도, 
니우에, 팔라우에 새로 대사관을 개설하여 처음으로 
18개 태평양 섬 포럼 회원국 모두에 대사관을 개설한 
나라가 될 계획이다.

호주는 남서 태평양의 독특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 개발 지원을 심화하고 있다.

호주의 태평양 인프라 파이낸싱 시설은 보조금과 
차관으로 20억 호주 달러를 운용하여 통신, 에너지, 수송, 
수자원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이는 
에픽(Efic)으로 알려진 호주 수출 파이낸싱 에이전시의 
추가 수시 상환 자금 10억 호주 달러와 더욱 유연한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제안으로 보완될 것이다.  

호주의 인간적 유대는 깊이 공유된 열정까지 
확대된다. 남태평양을 방문하면 누구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된다. 새로운 호주 태평양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 협력을 확대하고 인간 대 인간 
관계를 심화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태평양과 호주 
교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보조 장학금 패키지를 제공하여 태평양 
학생들의 호주 학교 진학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호주는 태평양 노동 계획 및 계절별 근로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인력 및 경제 기회 흐름을 
보장하고 있다.  

2018년 9월 태평양 섬 포럼 보 지역 안보 선언을 
지원하며 호주는 사모아의 태평양 국가 간 범죄 협력 
센터와 솔로몬제도의 포럼 수산국 지역 조업 감시 센터 
등 기존 지역 안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태평양 
융합 센터를 발표했다.

또한 남서 태평양 고위 장교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 태평양 안보 대학교도 창설 중이다.

협력 강화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할 것이다.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와 사이버 
협력 파트너십인 지역 사이버 협력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젝트에 2022년까지 384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기소,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이다. 

보 선언은 태평양 섬 포럼 회원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 호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 대응과 재해 복원력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3억 
호주 달러 규모의 4년 지역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5년 동안 개발국의 기후 변화에 최소 10억 호주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주는 인도 태평양에 이해가 있는 모든 나라와 
협력을 추진한다. 호주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결합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호주가 
추구하는 가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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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IPDF

아
사카에서 세 번째로 부대를 사열하고 

자위대의 용맹한 대원들을 지켜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2018년 여름 일본을 연이어 

강타한 자연 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자위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을 때 자위대는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재해 현장으로 가는 중 쓰러진 나무를 

넘어서고 진흙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었어도 쉬지 않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희생자를 

모두 구조했습니다.

"자위대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재해민들의 

이런 찬사는 자위대의 능력은 물론 탁월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사실 자위대는 재해 구호 활동에 4만 회 이상 

출동했습니다.

자연 재해뿐만이 아닙니다. 오지 섬에서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한 순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긴급 

수송 수단은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1년 전 나하 공군 기지는 한 여성이 병에 걸려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시토모 다테무라

(Yoshitomo Tatemura) 대령이 이끄는 4명의 대원들은 

아베 신조(ABE SHINZO)/일본 자위대 최고 사령관

2018년 10월 도쿄 북부 아사카에서 열린 연례 기념식에서 
자위대가 행진하며 아베 신조 총리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

일본 
자위대가 평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대자위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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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지 않고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칡흙 같은 밤을 뚫고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로 향했습니다.

도쿠노시마에 도착했으나 

안개가 짙어 착륙지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이 접근을 

방해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시간이 

촉박해지는 가운데 다테무라 

대령은 4800여 시간의 비행 시간과 

자위대 대원으로 쌓은 모든 경험을 

활용하여계속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상 

관제사에게 근처 도쿠노시마 공항에 

착륙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지상의 자위대 대원들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맙다."

다테무라 대령이 지상 

관제사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네 명의 대원은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테무라 대령은 

후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지키고 봉사한다

일본과 국민들은 강력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25만 자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비상 시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국가가 내게 맡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입 자위대 대원의 

복무 선서 중 일부) 

자위대의 고귀한 결의에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자위대 대원들은 극도로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일년 365일 하루 24

시간 전선을 감시하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투기로 출격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를 보장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벽히 

실행하기 위해 자위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불법 선박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하여 이 험난한 길을 걷기로 

선택하고, 국민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데 

헌신하는 자위대는 일본의 자랑입니다. 

영토, 영해, 영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우리의 

끊임 없는 노력이야말로 안보 

정책의 기반입니다. 절대 멈추고 쉴 

수 없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빨리 불확실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안보 정책 패러다임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기 

스펙트럼 역량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를 철저히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중순 발행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은 현재 상태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반이 될 국방 역량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대원 각자는 변화하는 

국제 상황과 기술 동향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재래식 방법이나 생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위대 최고 사령관으로서 본인은 

모든 노력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 줄 것입니다.

적극적인 평화

일본이 누리는 평화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평화에 기여"

한다는 기치 아래 일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규모 7.4의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에는 C-130 수송기로 

자위대 대원 49명을 파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현지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상과 아덴만에서 

자위대는 다른 나라와 함께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케냐에서 자위대 대원들은 

유엔 평화유지작전을 위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부대를 성실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시에라리온 

출신의 한 여성이 참가했습니다. 

시에라리온은 현재 동료 아프리카 

국가의 국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됐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치열한 내전으로 

황폐화됐던 나라입니다. 그런 

시에라리온 출신의 이 여성은 선택의 

"먼저 2018년 여름 일본을 연이어 

강타한 자연 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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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 없이 군인이 되어 전선에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케냐에 온 후 자위대의 

지도에 따라 처음 읽고 쓰기를 

배웠습니다. 또 많은 과목을 

배우며 크레인 운전을 완벽히 

마스터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그녀는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일본에게서 배운 기술로 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런 인프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며 어린이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자위대가 아프리카에 뿌린  

"평화의 씨앗"은 언젠가 큰 꽃이 되어 

활짝 필 것입니다. 자위대가 교육한 

교육생들은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미래를 짊어지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강한 

자부심을 갖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합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과 감사

현재 일본 국민 90퍼센트가 자위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자위대의 60여 

년에 걸친 역사 중 자위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대원들은 

이를 악물고 진심을 다해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자위대 대원들은 자신의 손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정치도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정치인에게는 자위대 

대원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책임을 

기필코 완수할 것입니다.

자위대 대원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강력한 의무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일상 훈련을 받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최고 사령관으로서 소중한 

배우자, 자녀, 아버지, 어머니를 

자위대에서 복무하게 허락해주신 

자위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국민과 본인은 언제나 

자위대 대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자위대 대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자위대가 의무의 중요성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길 바라며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o

사이타마현 아사카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 대원들이 사열에 참가하고 있다. GETTY IMAGES

2018년 10월 14일 자위대 창설 기념일 부대 사열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최고 사령관이 연설 중이다.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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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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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플라스틱 물병, 기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앉아 캄보디아 학생 로에운 
번톤(Roeun Bunthon)이 영어 시간에 

필기하고 있다. 이 학교는 수업료를 돈이 아닌 
쓰레기로 받고 있다.

이 덕분에 거리에서 구걸하던 번톤 같은 가난한 
아이들이 컴퓨터, 수학, 언어 수업을 듣고 재활용 
없이 오염으로 악명 높은 캄보디아에서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버려진 물병 뚜껑으로 수업료를 지불한 번톤은 
"구걸을 그만뒀다.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숲이 우거진 국립공원에 위치한 코코넛 학교는 
재활용 쓰레기로 지어졌다. 이 학교는 전직 호텔 
매니저로서 쓰레기가 없는 캄보디아를 꿈꾸는 "쓰레기 
인간"이란 별명을 가진 오욱 반데이가 세운 것이다.

65명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학교의 교실 벽은 
도색한 자동차 타이어로 만들어졌으며 입구는 
화려한 병 뚜껑만으로 만든 캄보디아 국기로 
장식되어 있다.

이 쓰레기 대부분은 학생들이 수업료로 
가져온 것이다.

2017년 프놈펜에서 서쪽으로 약 1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문을 연 이 학교에서 반데이(34세)는 
"쓰레기로 교실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코코넛 학교 설립자 
오욱 반데이(Ouk Vanday)

에게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건네주며 캄퐁스페우주 
키리롬 국립공원에 있는 
학교의 수업료를 지불한다.

캄보디아의 
‘쓰레기 학교’
캄보디아인이 운영하는 한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재활용 

쓰레기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

폐

기사: AFP 통신

사진: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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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학교 학생들이 
공원에 버려진 플라스틱 
물병과 다른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고 있다.

오욱 반데이가 도색된 
타이어로 벽을 세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2019년에는 캄퐁스페우주의 
가난한 농촌까지 교실을 확대하여 
어린이 200명을 학생으로 받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벽을 만든 새 
유치원 교실도 열 계획이다. 그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환경홍보대사로 
자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반데이는 "어린이들이 쓰레기 
사용, 관리, 재활용을 이해하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활동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데이는 캄보디아를 여행하며 쓰레기로 덮인 
관광지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는 2013년 프롬펜에 시범 프로젝트를 세운 
후 국립공원에 두 번째 학교를 열었다.

현재 캄보디아의 도시와 한때 목가적이었던 
해변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버린 비닐 봉지와 
플라스틱 병들로 뒤덮여 있다. 반데이는 이런 
캄보디아를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다.

캄보디아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캄보디아에는 360만 톤의 쓰레기가 쌓였다.

네트 피크트라(Neth Pheaktra) 환경부 대변인은 
쓰레기 중 불과 11퍼센트만 재활용되고 거의 
절반이 소각되거나 강에 버려져 공해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지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 매립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한 메탄 가스는 화재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기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자극을 받은 반데이는 
코코넛 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기부금과 

자원봉사 교사들로 운영되며 국가가 운영하는 정규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 학교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법에 따라 공공 교육은 무료지만 영어나 기타 
과외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은 학교와 장소에 
따라 수업당 미화 5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추가 
비용이 든다. 이는 연평균 소득이 미화 1400
달러 미만인 캄보디아 사람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투자일 수 있다.

오지의 가난한 가족이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구걸을 시키기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추가로 돈을 들여 아이들에게 보충 수업을 
시키라고 설득하기는 어렵다. 반데이는 그의 
학교에서 이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했고, 
이미 일부 효과를 거두었다.

구걸을 했던 10살의 순 스레이도(Sun Sreydow)
는 "영어 선생님은 내게 돈을 구걸하거나 
도박하라고 시키지 않는다"며 "기쁘다. 커서 의사가 
될 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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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평IPDF

영국

독일

2019년 2월 영국 정부는 헤즈볼라가 이란의 후원을 받고 
중동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지명하고 가입을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의회에 제출된 명령에 따라 헤즈볼라와 다른 두 
단체의 가입이 금지된다. 이 명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헤즈볼라에 가입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제까지 영국은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의 군부 세력을 불법단체로 규정했지만 
정치조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초 이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등장한 시아파 무슬림 운동조직이다. 작년 레바논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했으며 현재 정부에 세 명의 장관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헤즈볼라가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 시리아 대통령 
편에 서서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내무부 장관은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헤즈볼라가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자비드 장관은 "이미 가입이 금지된 헤즈볼라의 
군부 세력과 정치조직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헤즈볼라 전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P 통신

신속한 전염병 예방

미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단체가 독일 생명 

공학 회사 큐어백과 미화

3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질병에 대응하는 주사제를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백신 "인쇄" 

기술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은 

큐어백의 RNA 프린터 제품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mRNA로 알려진 분자용 

운반형 자동 인쇄 시설이다.

기존 백신은 살아 있거나 비활성화된 

병원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만 개발 중인 신기술은 mRNA 

분자를 사용하여 DNA의 유전자 정보를 

세포로 옮겨, 특정 단백질이나 항원을 

생산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에볼라, 지카, 라사 같은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백신 개발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2017년 초에 설립된 CEPI

는 이러한 전염병은 물론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질병(통칭 질병 X)에 

대한 백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으로 한다. 

CEPI와 3년 계약 아래 큐어백은

mRNA 플랫폼을 사용하여 라사 열병, 

광견병, 황열에 대한 잠재적인 백신을 

개발할 것이다. 

이들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전임상 

시험이 성공하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 두 

가지 백신 후보를 개발할 것이다. 

로이터

영국의 
헤즈볼라 
금지 움직임

이집트

화려한 왕조
2019년 4월 이집트는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화려한 유물과 
뛰어난 보존 상태의 명문으로 장식된 제5왕조 관리의 무덤을 
공개했다.

카이로 남쪽의 거대한 공동묘지 사카라 근처에 위치한 
이 무덤은 약 4300년 전 이집트를 지배했던 제5왕조 시대의 
귀족으로 추정되는 쿠위라는 고위 관료의 것이다.

이집트 고대 유물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발굴팀장 모하메드 
메가헤드(Mohamed Megahed)는 "L자형 쿠위 무덤은 하단 대기실로 
향하는 작은 복도로 시작한다. 대기실에서 이어진 대형 묘실에는 
제단에 앉은 무덤 주인을 묘사한 그림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레드 알아나니(Khaled al-Enani) 고대 유물부 장관은 수십 
명의 대사들에 둘러싸여 이 무덤이 2019년 3월 발견됐다고 
말했다. 무덤은 대부분 하얀 석회암 벽돌로 만들어졌다. 
고대 유물부는 장식용 그림에 전반적으로 특수 녹색 수지가 
사용됐으며, 매장 과정에 기름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고대 
유물부는 무덤의 북벽이 왕실 피라미드 설계도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발굴팀은 제5왕조와 관련된 무덤 여러 개를 발굴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제5왕조의 8대 왕이자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제드카레 
이세시스(Djedkare Isesis) 왕의 아내로 여겨지는 세티보르
(Setibhor) 여왕에게 바쳐진 화강암 기둥 비문을 발견했다.   AFP 통신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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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탐험
과학자들이 세이셸 해역의 해저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 AP 통신

인
도양을 탐사하고 수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연구가
2019년 3월 세이셸 
수역에서 시작됐다.

영국이 주도하는 넥톤 미션은 기상 
악화 예보에 따라 계획과 경로를 변경한 
후 이른 아침에 작은 알퐁스 환초 해상에 
도착했다.

이 야심찬 탐사는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탐사 지역이자, 이미 
많은 수역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연구할 것이다. 인도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는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뿐 아니라 동아프리카부터 아라비아 
반도, 인도 아대륙,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약 25억의 
인구에게도 중요하다.

이번 탐사는 첨단 잠수함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연구는 물의 화학 성분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와 동물플랑크톤을 잡기 
위한 그물 등의 평범한 장치로 시작되었다.

골웨이 아일랜드 대학교의 동물학 
교수 루이스 올콕(Louise Allcock)은 
"실제 과학 연구를 시작하면 안도감도 
들고 정말 재미있다"고 말했다.

알퐁스는 물에 잠긴 산의 일각인 작은 
환초로서 세이셸의 수도 빅토리아에서 
남서쪽으로 232해리 떨어져 있다. 이곳 
해안에서 바다로 몇 킬로미터만 나아가면 
수심이 5000미터에 이른다.

알퐁스 환초는 스쿠버 깊이를 넘어서 
아직 탐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탐사 대원인 스테파니 마리(Stephanie 
Marie)는 세이셸 해양 연구원으로서 
최근 알퐁스에서 일주일 동안 자이언트 
트레발리라는 어종을 연구했다. 그는 
해저를 탐사하게 되어 흥분된다고 
말했다.

"날씨가 좋으면 상어, 자이언트 
트레발리, 산호 등 볼거리가 많다. 
시시각각 완전히 다른 곳처럼 다채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는 동물플랑크톤을 수집하여 

분류학적으로 식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정말 신난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잠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라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물고기는 
동물플랑크톤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동물플랑크톤의 질을 관찰해야 한다. 
생태계가 바뀌면 우리가 먹는 물고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탐사는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기후 변화와 인간이 발생시킨 
오염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세이셸이 2020년까지
영해의 거의 3분의 1에 대한 보호 정책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보호 수역의 면적은 독일 영토보다 크다. 
이번 탐사의 핵심 요소는 세이셸의 "청색 
경제"로서 개발 필요와 해양 환경 필요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양에서 유인 잠수정이 원격 
조정 잠수정을 회수하려 투입됐으나 
실패하고 수면으로 올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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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트웬티나인 팜스의 해병대 공중 지상 전투 센터에서 열린 

밸리언트 마크(Valiant Mark) 훈련 중 싱가포르군 대원이 상륙 장갑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군과 미국 해병대는 종합 무기 통합 훈련을 통해 군 대 군 관계를 강화하는 밸리언트 마크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리타 다니엘(RHITA DANIEL) 일병 | 미국 해병대

용맹한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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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대테러 특수부대 대원이 합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대테러 특수부대 파스카스, 인도네시아 육군 특수부대 코파수스, 인도네시아 해군 특수부대 

덴자카가 참가했다. 이 훈련은 2019년 4월 17일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인도네시아군의 준비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진: 아데크 베리(ADEK BERRY) | AFP/GETTY IMAGES

정확한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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