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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서 벗어나기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있다
복합 안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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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안보 위험을 집중 조명한 IPD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1세기에는 세계화로 국가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급격히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와 함께 이러한 환경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규칙 기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부
JOHN C. AQUILINO
미국 해군 대장
사령관

국제 질서에 던지는 과제와 그것이 인도 태평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합니다.
복합 안보 위협은 위협과 경쟁의 역학을 바꿉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고 완화하려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지정학적 환경의 문화, 경제,
정치적 뉘앙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호는 지역 내 우주 대응 역량, 개발, 정책을 분석하며 시작합니다.
일부 적들이 우주 대응 무기 부문에서 발전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그러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세부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주 영역을 보호하고 새로운 행동 규범을 제정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태평양 섬국가와 영토는 국제 범죄, 불법 조업, 자연 재해 확산 등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미국
육군의 태평양 섬국가 작전이 어떻게 지역 전반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하여
안보 위협을 줄였는지 집중 조명합니다.

STEPHEN D. SKLENKA
미국 해병대 중장
부사령관
JOHN F.G. WADE
미국 해군 소장
작전본부장

뉴욕 호바트 윌리엄 스미스 대학교의 징하오저우(Jinghao Zhou)
박사는 중국 공산당의 최근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을 확대하려는
열망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비 증강, 늑대 전사 외교,
공격적인 정치 선전, 이념 검열, 강압적인 경제 정책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일련의 관련 기사에서는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
박사는 종종 중국 공산당의 군사 안보 위협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국의
경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국의 존 F 토본(John F. Tobon)은 중국의 암시장 외환이 인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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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힙니다. 인공 지능 스타트업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이두완은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가 정보
환경을 무기화한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전략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

IPD 포럼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설명합니다.

지역의 군 관계자들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기

이번 호를 통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화가 촉진되길 바랍니다.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군사 잡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포럼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본지에 소개된 의견이 반드시 본 사령부나 다른 미국

ipdf@ipdefenseforum.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부 기관의 정책 혹은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기사는 포럼 스태프가

감사합니다.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요구되는

포럼 스태프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본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ISSN 2333-1593 (인쇄판)
ISSN 2333-1607 (온라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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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해리슨(TODD HARRISON)은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국방예산분석국장

겸 항공우주안보사업국장이다. 국제 안보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으로서
국방 예산, 우주 안보, 항공 전력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정파적인 연구 및
분석을 제공하는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노력을 이끌고 있다.
케이틀린 존슨(KAITLYN JOHNSON)은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부국장 겸

항공우주안보 프로젝트의 펠로우다. 팀의 전략 계획과 연구 의제를 관리하며
우주 안보, 군사 우주 시스템, 상업 우주 정책, 미국의 제공력 같은 주제를
집중 연구한다.
조 모예(JOE MOYE) 중령은 22년차 미국 해병대 장교다. 해병대 원정대와

여섯 차례 아프리카, 유럽, 중동 파병을 포함한 임무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캠프 르준에서 대대 지휘를 맡았다.
메이커나 영(MAKENA YOUNG)은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항공우주안보

프로젝트의 연구원이다. 국제 협력, 우주 안보, 궤도 파편을 연구하고 있다.
연방항공청에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소형 항공기의 자동 종속
감시 방송 인증 및 통합을 담당했다.

8페이지에 등장

징하우저우(JINGHAO ZHOU) 박사는 뉴욕 호바트 윌리엄 스미스

대학교 아시아학 부교수다. 중국의 이념, 정치, 종교와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펴고 있다. 수십 편의 논문 및 기사와
《중국과 서양 관점 비교: 현대 중국 이해》를 비롯한 네 권의
책을 집필했다.

16페이지에 등장

존 F 토본(JOHN F. TOBON)은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자금 세탁 제도를 조사했다. 토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비롯한 정부 간 기구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 국제 및 공공 업무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글로벌 금융 범죄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28페이지에 등장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독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PD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로서 테러 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한 수준 높은
심층 자료를 제공합니다.
IPD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를 게시합니다.

www.ipdefenseforum.com
방문하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n 이전 호 검색
n 피드백 보내기
n 무료 구독 신청
n 기사 제보 안내

이두완은 인공 지능 스타트업 VAST-OSINT의 CEO 겸

공동 설립자다. 그는 사이버 데이터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인증함으로써 허위 정보 및 적대적 정보 작전의 원천을 폭로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안보 및
기술 연구소의 선임 고문이며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정치학
부교수이기도 하다. 32페이지에 등장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는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와 공산주의 이후 세계를
중심으로 국제 및 민족 분쟁, 국제 무역 및 금융 정치, 공산주의
이후 세계 및 동아시아의 시장 전환과 기구 변화 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중국, 인도, 한국, 타이완, 다수의 동유럽 국가, 구 소련에서
연구활동을 펼쳤다. 36페이지에 등장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아이튠즈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FORUMNEWS"
를 검색하여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아나수아 바수 레이 차우두리(ANASUA BASU RAY CHAUDHURY)는

옵서버 리서치 재단의 선임 펠로우다. 남아시아, 에너지 정치,
강제 이주, 분쟁 지역의 여성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연구 협회의 온라인 저널 IAAPS 퍼스펙티브의
편집자이며 동료 평가 저널, 신문,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팔로우하십시오: @IPDEFENSEFORUM
뒤표지를 참조하십시오.

50페이지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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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 허가

베이징에서 중국
여성들이 보모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GETTY IMAGES

세

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에
따라 중국이 기존 2자녀 정책을 대폭
변경하여 부부가 최대 3명까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정책은 2021
년 5월 회의에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승인했다.
2016년 중국은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자녀 정책을 채택했지만, 중국
도시의 높은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면서 출산율을

꾸준히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신화통신은 "출산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3자녀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원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 중국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지만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많은 중국 SNS
사용자들은 한 자녀도 갖기 힘들다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사상 최대 마약 단속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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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웨이보 사용자는 "500만 위안
(미화 78만 5650달러)을 주면 세
아이를 낳을 용의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의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인구는 1950년대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14억 1000만 명을
기록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출산율도
여성 1명당 1.3명으로 일본, 이탈리아
같은 고령화 사회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은 은퇴
연령도 점차 늦춰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

021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이 3톤에 가까운 코카인을
오스트레일리아 국내로 반입하는 계획을 차단했다며
오스트레일리아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을
공개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 사령관 스튜어트 스미스
(Stuart Smith)는 기자 회견에서 마약 반입 공모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적발된 양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코카인 양과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 사령관은 경찰이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이는
남성을 목격한 2020년 초에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4개 대륙에서 활동하는 국제
조직을 적발했다.
스미스 사령관은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마약단속국이 2020년 10월 콜롬비아 해안에서
운송 중이던 코카인 870킬로그램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미국 해안 경비대는 코카인 900킬로그램을
실은 보트를 에콰도르 해안에서 차단했다.
스미스 사령관은 2021년 6월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캐슬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하며 작전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용의자들은
금지 약물을 공급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

안보 관계 강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지역 내에서

현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나날이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있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우려를 표하며 "강압적이거나 안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러한 행동은

해치는" 행동에 강력히 반대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2021년 6월,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장관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과 충돌하고

강화함에 따라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로

있으며, 주변국은 중국이 세계에서

합의했다.

가장 혼잡한 해로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Toshimitsu) 일본 외무성 대신(

트위터

영유군 분쟁 지역에 대한 주장을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인도 태평양

비난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영유권

오른쪽 사진)은 기자 회견에서 양국이

분쟁 지형의 지속적인 군사화, 위험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 및 '해양 민병대'

활동에 대한 우려를 국제 사회에 대한

사용, 다른 나라의 자원 탐사 활동을

도전으로 보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방해하는 노력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말했다. 모테기 대신은 키시 노부오

최근 일어난 부정적인 상황과 심각한

(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

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화 운동 기념 이모지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 피터

현상태 변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더튼(Peter Dutton) 오스트레일리아

고 밝혔다. 그는 양국 장관들이 홍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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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과 함께했다.

위구르족 및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이

가져온 동맹은 2020년 국경 간 연대와 중국의 독재주의에

거주하는 중국 서부 신장에서 중국이

대한 공포를 표현하며 등장했다.

머리스 페인(Marise Payne)

일본은 일본이 관리하는

모테기 대신은 "중국의 일방적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 제도) 인근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히

해상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침범하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선박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센카쿠제도 인근 일본 영해를

독립적인 국제 기구에 신속하고, 의미

일상적으로 침범하고 때로 어선을

있고, 자유롭게 신장을 접근할 수 있는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을 부여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일본과 중국은 해당 지역의 해저 자원
개발에도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동중국해의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021년 4월 트위터가 인도 태평양의 민주화 운동가를
연결한 밀크티동맹(#MilkTeaAlliance) 온라인 시위
운동의 1주년을 기념하는 이모지를 출시했다.

홍콩, 태국, 타이완에서 사랑받는 달콤한 차에서 이름을

홍콩이 수개월 동안 민주화 시위를 진행하고 방콕과 태국
도시의 젊은 활동가들이 중국의 군대가 작성한 헌법과 기타
권리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힘을 얻었다.
민주화 운동은 2021년 2월 미얀마(미얀마 국민은 아침
식사와 더불어 연유를 곁들인 차를 주로 마신다)에서 군사
쿠데타로 민간 지도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가
축출되고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며 미얀마 전역으로 확대됐다.
트위터는 밀크티동맹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처음 온라인에 형성된 지역의 세 가지 밀크티 색상을 담은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모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해당 이모지는 해시태그를 포함한 영어, 태국어, 한국어,

오스트레일리아/일본

기타 여러 아시아 언어로 작성된 모든 트윗에 나타난다.
이 뉴스에 대해 홍콩의 베테랑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은 영어와 중국어 버전의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연대한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트위터는 이 용어가 2020년 4월부터 플랫폼에서 1100
만 번 이상 사용됐으며, 미얀마 쿠데타 이후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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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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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위협
우주 대응 역량, 개발, 정책 분석
토드 해리슨(TODD HARRISON), 케이틀린 존슨(KAITLYN JOHNSON), 조 모예(JOE MOYE), 메이커나 영(MAKENA YOUNG)/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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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와 미국 및 기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가장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해
중 하나로 판명됐다. 그러나 우주 안보 면에서
2020년은 대체로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의 해였다.
우주 환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약 900개의
스페이스엑스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 추가되어 총
위성 수가 1200개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위성 집단으로서 우주에서 가동 중인 모든 위성
중 이미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스페이스엑스는 위성을
계속 확대하며 몇 주마다 한 번 씩 스타링크 위성 60개를
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새로운
우주 정책 지침 3개를 발표하며 미국 우주 정책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전이 일어났다. 우주 정책 지침 5
호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부 및 상업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정책과 실무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주 정책 지침
6호에 따라 우주 원자력 발전 및 추진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국가 정책이, 우주 정책 지침 7호에 따라 우주 기반
위치, 항법, 타이밍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이 업데이트됐다. 2020년에는 나사가 아르테미스
협정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우주인을 달에 보낸 후
화성까지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중반까지 인도 태평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미국 등의 12개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우주군과 미국 우주 사령부의 노력도 2020
년과 2021년내내 계속됐다. 미국 우주군은 기존 미국
공군 계정에서 이전된 미화 153억 달러를 포함한 첫
번째 예산으로 미화 154억 달러를 요청했다. 또한
처음으로 기준 문서 《우주군을 위한 우주 전력 교리》
를 발행했다. 이 교리는 다른 중요 변화를 담기보다 현재
정책과 교리의 연속성을 담았다. 2021년 2월 미국 우주
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디킨슨(James Dickinson) 미국
육군 대장은 사령부 전반의 전투 사고 방식을 개발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주요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정부와 상업 우주 조직 전반에 통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비전을 발표했다.
다른 국가들은 2020년 내내 우주 대응 무기의 개발과
시험을 계속했다. 특히, 러시아는 2020년 7월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무기와 2020년 12월 직접 상승 위성 요격
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성 요격 무기를 시험했다.
이러한 활동은 러시아가 우주 대응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재구성하고 있다는 패턴을 반영한다.
중국, 인도, 북한, 러시아가 우주 대응 무기 부문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가운데, 다른 국가도 우주 대응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민군 우주 작전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 일본은 우주 기본법이 통과되기 전에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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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국방용 사용을 금지했다. 2008년 우주 기본법에
따라 일본은 우주 군사 개발을 시작했고, 정부 담당자는
2007년 중국이 실시한 위성 요격용 잔해 시험 등 주로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방어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일본은 2023년까지 일본 항공자위대 내에
우주 임무 부대를 창설하여 2026년까지 첫 번째 우주 환경
감시용 위성을 발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20년 일본은
무장 공격을 비롯한 피해로부터 일본 위성을 보호하고,
우주 쓰레기, 소행성, 기타 위성을 포함한 우주 환경을
감시하는 공식 임무를 담당하는 첫 번째 우주 부대로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 우주작전대는 미국 우주사령부
그리고 일본의 민간 기관인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협력할 것이다. 일본 국방연구소 선임 연구원 후쿠시마
야스히토(Fukushima Yasuhito)는 "일본의 안보 공간
활동은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저궤도에서 우주 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산
SM-3 미사일 방어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상승 위성 요격 체계를 시연하지는 않았다. 우주 군사
개발이 일본에 비교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공개
발표는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및 재밍 기술 같은 체계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2020년 아베 신조
(Abe Shinzo) 당시 총리는 일본이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과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한국 정부는 블로그에서 재밍과
스푸핑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 시스템으로 위성 항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상 시스템으로 GPS를
강화해야 하는 주요 원인으로 특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스푸핑을 지적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을 탑재한 첫 국내 제작
로켓과 달 궤도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9
년까지 더욱 강력한 로켓을 제작하기 위해 우주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자세히 밝힌 성명도 발표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
2020년 오픈소스 정보에서 미미한 우주 대응 무기 개발과
테스트가 확인됐다. 그러나 중국은 강력한 직접 상승 위성
요격 프로그램과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무기에 필요하고
전자 및 사이버 우주 대응 역량에 널리 사용되는 민군 겸용
역량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국은 민간 우주 임무
부문에서 성과를 달성했다. 2020년 12월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는 2킬로그램 상당의 달 표본을 가져왔다. 2021년
중순 기준으로 유투 2호 월면차는 달의 반대쪽에 작동
중이며 달 표면에서 600미터 이상 이동했다. 2021년 6월
중국은 우주 정거장의 핵심 부분도 발사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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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 우주 조직
중국 인민해방군의 우주 자산 및 임무 조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우주 발사와 위성 획득 및 운영 같은 많은
우주 임무는 여전히 전략지원부대가 담당하고 있다. 종종
"정보 영역"으로 분류되는 전략지원부대는 사이버, 전자
및 심리전, 우주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노력을 유지한다.
우주 시스템부와 네트워크 시스템부(전략지원부대 내
동등한 반독립 부서)는 우주 대응 역량을 비롯한 공동
임무를 공유한다. 중국군사문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략지원부대 창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마오주의적 평시 전시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칙은 많은 우주 및 우주 대응 역량의 민군
겸용 특성에 잘 부합한다.
화성 탐사선 같은 중국의 민간 우주 역량은
국무위원회의 과학 기술 및 국방 산업국 산하
국가항천국이 주도한다. 우주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많은 연구 개발 조직에는 대표적으로
중국항천과학기술공사와 중국항천과학산업공사가 있다.

중국의 우주 대응 무기
중국은 작전용 SC-19 직접 상승 위성 요격 시스템을 계속
시험하고 있지만, 직접 상승 위성 요격 역량으로 지구
저궤도의 모든 위성은 물론 지구 중간 궤도와 동기 궤도의
위성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톈진 대학교는 우주 쓰레기 제거 임무를 지원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촉수 형태의 로봇 팔을 장착한
인공위성은 궤도로 발사되어 인기 궤도상에 위치한
쓰레기를 수집 후 제거한다. 이론적으로 로봇 팔은 적의
위성을 포획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쓰레기나 고장난
위성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우주에서 매우 가까이 이동하여
랑데부 근접 작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에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섯
가지 위치를 비롯하여 중국이 지상형 레이저 스테이션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악된 일부
스테이션은 학술용으로 보이며 위성 요격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레이저 무기 체계도 탑재할 수 있는
운동성 위성 요격 시험을 진행하는 군사 기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한 직접 타격 체계의 기술이나
"운용 준비" 상태는 알 수 없으며, 우주 시스템을 상대로 한
시험이나 공격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없다.
2020년 10월 말 인도 신문 힌두스탄 타임즈는 중국이
인도, 파키스탄, 중국 사이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라다크의 실제 통제선으로부터 60킬로미터 내에 이동형
재머를 배치하여 해당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을
숨겼다고 비난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우주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 기지에서 미국 우주군에 배치되는
미국 공군 대원이 선서 중이다. AP 통신

사이버 공격은 공개적으로 인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능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고, 다른
영역에서 금융이나 국방 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 우주 역량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본 기사에서 언급된 많은 국가의
산업이 둔화됐지만, 러시아의 군사 우주 역량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했다. 2020년에 러시아는 수많은 우주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복잡한 랑데뷰 근접 작전을 수행하고,
우주 기반 군사 인프라를 확장했다. 러시아의 일관된
우주 발사 역량, 우주 대응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 국제
우주 정거장을 통한 민간 우주 기여로 러시아는 주요
우주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주 영역 역량은 때때로 다른 영역에서 라이벌인 국가와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후원 우주 활동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이나 민간 로스코스모스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러시아군 내에서 우주 역량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담당이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1992년에 세계 최초의
우주군으로 창설되어 모든 우주 기반 자산, 군사 발사,

우주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러시아 우주군 소속이다.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중요 정부 및 군사 인프라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문서를 승인했다. 해당 문서에는
재래식 무기 방어 이외에도 우주 기반 무기가 위협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우주에
미사일 방어 및 공격 무기를 배치할 것이 요구되어 있다.
러시아가 해당 문서를 승인한 것은 러시아가 우주에서
지구를 공격하는 무기를 핵무기와 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우주 대응 무기
1960년대 소련이 처음 공유 궤도 위성 요격 시험을 실시한
이후 러시아는 운동성 우주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소련 시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술은 러시아의 최근
발전에 견고한 기반이 됐다. 러시아는 직접 상승 및 공동
궤도 위성 요격 역량을 거듭 공개하고 2020년에 이들을
모두 시험했다.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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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대응
무기의 종류

경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우주 대응 활동이다. 이제껏
다른 나라의 위성을 상대로 운동성 공격을 실시한 나라는
없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은 직접 상승 위성 요격 무기의
시험에 성공했다.

제 및 군사력을 활성화하는 요소로서 우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주의 전략적

비운동성

중요성으로 인해 일부 국가는 우주 시스템을

비운동성 우주 대응 무기는 물리적 접촉 없이 위성이나 지상

교란, 저하 또는 파괴하고 우주 영역을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레이저는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국가의 능력을 위협하기 위해 우주 대응 무기를 구축했다.

위성 센서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부품을 과열시킬 수 있다.

한편 우주의 중요성으로 인해 분쟁을 억지하거나 완화하고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는 위성의 전자 장치를 교란하거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해 우주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촉발됐다.

전기 회로와 프로세서에 영구 손상을 줄 수 있다. 우주에서

예를 들어, 미국 우주군의 우주 전력에 대한 기본 문서는 "

핵장치를 폭발시키면 고방사 환경과 전자기 펄스가

우주군은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을 촉진하고, 우주를 안전하고

생성되어 영향권 내 궤도의 위성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개방된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궤도 파편을 만드는 우주 대응 무기는 번영과

지상 또는 함상 장치, 공중 플랫폼 또는 다른 위성에서
발사한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로 위성을 공격할

안보를 위해 우주 영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수 있다. 위성 레이저 시스템에는 고품질 빔, 적응형

능력과 우주 환경 자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우주 대응

광학 장치(대기를 통과하여 발사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무기는 효과, 배치 방법, 개발 및 실전 배치에 필요한 기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정밀 레이저 빔 조정용 첨단 조준

및 자원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주 대응 무기는

장치가 필요하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는 위성 전자

운동성, 비운동성, 전자, 사이버 등의 네 가지 역량으로

장치를 교란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훼손하고, 프로세서를

분류할 수 있다.

재시작시키고, 높은 출력에서 전기 회로와 프로세서에 영구
손상을 줄 수 있다.

운동성

우주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전자기 펄스 범위 내에 있는

운동성 우주 대응 무기는 위성이나 지상 스테이션 근처에서

위성이 즉시 영향을 받고, 고방사 환경이 형성되어 영향을

직접 타격하거나 탄두를 폭발시킨다. 운동성 무기는 직접 상승

받는 궤도에 있는 비차폐 위성의 열화가 장기적으로 가속된다.

위성 요격 무기,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무기, 지상 스테이션

100여 개국이 서명한 1963년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라

공격 무기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직접 상승 위성 요격 무기는

우주에서의 핵실험이 금지됐으나 중국과 북한은 이 조약에

지상에서 발사되어 저궤도 탄도를 그리며 궤도 내 위성을

참여하지 않고 있다.

타격하고,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무기는 궤도에 배치되어
표적이나 그 주변으로 기동한다. 지상 스테이션 공격 무기는

전자

위성의 지휘 통제나 위성 임무 데이터를 사용자에 중계하는

전자 우주 대응 무기는 우주 시스템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지상 시설을 공격한다.

전자기 스펙트럼을 노린다. 재머는 동일한 무선 대역에 잡음을

우주에서 운동성 공격은 궤도에 파편을 생성하여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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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켜 위성과의 통신을 방해하고, 업링크 재머는 지휘 통제

궤도에 있는 다른 위성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링크 같은 지구에서 위성으로 향하는 신호를 방해한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유인 지상 스테이션이나 지구 저궤도의

다운링크 재머는 위성이 지구 사용자에게 보내는 신호를

국제 우주 정거장처럼 사람이 탑승한 위성을 공격할 경우 인명

공격한다. 스푸핑의 경우 공격자는 수신기가 가짜 신호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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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라고 믿게 속인다. 스푸핑 공격에서는 가짜 정보를
데이터 스트림에 주입하거나 가짜 명령을 위성에 보내
작동을 교란시킬 수 있다. 많은 GPS 수신기와 위성
전화 같은 전방향 안테나가 장착된 사용자 단말기는
시계가 넓기 때문에 지상의 광범위한 각도에서
발사되는 다운링크 재밍과 스푸핑에 취약하다.
"항로 방해 전파"라 불리는 스푸핑은 암호화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제공한 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는 소행성과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를 보여준다. AP 통신

군용 GPS 신호도 방해할 수 있다. 항로 방해
전파는 원본 신호를 해독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시간 지연된 원본 신호의 복사본을 단순히
재전송하기 때문에 GPS 암호를 해킹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유형의 위성 신호를 재밍하고
스푸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사이에
비교적 용이하게 확산될 수 있다.

사이버
전자 형태의 공격이 무선 신호 전송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사이버 공격은 데이터 자체와 데이터
흐름을 사용하고, 전송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노린다. 위성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면 데이터 트래픽
패턴을 모니터링하거나,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가짜
또는 손상 데이터를 시스템에 주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의 대상은 지상 스테이션, 최종 사용자 장비 또는
위성 자체가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은 대상 시스템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수행에 상당한
자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민간 단체나 개인에
의뢰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내부 사이버 역량이
부족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도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우주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위성이
제공하는 데이터나 서비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GPS 같은 시스템이 공격을 받으면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적이 지휘 통제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하여 위성을 장악하면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격자는 추진 가스를 사용하거나 전자
장치와 센서에 손상을 주는 명령을 내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위성에 영구 손상을 줄 수 있다.

2020년 7월 러시아의 코스모스 2543가 무관한
러시아 위성 근처로 소형 발사체를 발사하는 시험을
하자, 미국 우주 사령부는 해당 시험을 비난하고
그러한 발사체가 위성을 요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마트료시카 또는
내포 위성이 러시아의 다른 우주 자산의 정기 검사와
감시를 위해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우주를 완전히 비무장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위성 요격 무기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S-400과 S-500 시리즈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지구 저궤도 위성에 도달할 수 있다. 러시아 군
소식통은 S-500이 우주에서 물체를 타격하고 우주 기반
무기로부터 방어하도록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공군 및 우주군 사령관은 S-500이 근거리에서 초음속
무기와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공군의
지대공 부대 부사령관 유리 무라프킨(Yuri Muravkin)에
따르면 S-500급 미사일은 우주 대응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는 “공중의 적이 점차 우주 공간의 적이 되면서
공중과 우주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 경계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또한 전자 우주 대응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으며, 타국의 위성을 방해하는 이동형 지상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자전 역량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 러시아가
군에 전자전 부대를 창설하며 속도가 더 붙었다. 최근
개발된 전자 우주 대응 무기에는 "우주 통신 억제를
위한" 이동식 재밍 시스템 티라다-2와 위성 통신
채널을 교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상형 이동식 시스템
바일리나-MM이 있다. 바일리나는 "지상형 이동식
자동 스테이션 시리즈" 겸 인공 지능을 갖춘 이동식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바일리나는 자산을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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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중국 지우콴
위성발사센터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중국의
선저우 12호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경례하고
있다. AFP 통신

인식하고 공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상, 공중, 우주 표적에 사용될
수 있다. 러시아는 레이더 정찰 위성을 방해할 수 있는
레이더 재머 2대, 크라슈카-2와 크라슈카-4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
2020년 북한의 우주 대응 활동은 감소했다. 북한이
직접 상승 또는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무기를 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낮으며, 북한에 전자전
위협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비운동성 역량을 개발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북한은 재밍 역량을 통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은 유효하고
가능하다. 이들 두 가지 역량은 우주 대응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
협력을 재개했다는 주장은 이들 양국이 서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우주 프로그램을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 5월,
북한 국영방송은 항공우주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방송했다. 북한의 정치 선전
서비스 '내 나라'는 북한 우주 프로그램의 목적이 "국익을
준수하고,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 건설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과학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우주 의도가
탄도 미사일 야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널리 제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위성 역량을 위해 동해 위성 발사장과
서해 위성 발사장, 두 곳을 유지하고 있다. 동해
위성 발사장에 대한 2020년 오픈 소스 정보는 없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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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38노스는 정상적인 유지보수, 제설 작업,
일상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과 분석을 발표했지만
2020년 발사 준비나 실행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었다.
북한은 자체 위성 발사 및 궤도 위성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위성통제소도 보유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종합위성통제소 옆에 과학 시험 시설로
여겨지는 건물의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목적은
불분명하다.
북한은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무기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은 공동 궤도 위성 요격
역량에 필요한 랑데뷰 근접 작전이나 능동 유도 조치를
수행할 수단이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주에 있는 북한 위성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2개의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상승
또는 공동 궤도 위성 요격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전자전 작전과 관련하여 북한은 다운링크 재밍
역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2020년 4월, 북한은 한국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GPS 재밍 장치"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0년 북한이 한반도에
재밍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많은 오픈소스 보고에 따르면 재밍은 군사
표적보다 상업 라디오 방송 주파수와 민간 GPS 신호에
집중했다. 2020년 7월 미국 육군은 북한의 전자전 조직,
능력, 기술, 전술을 상세히 설명한 교범 《북한 전술》을
새롭게 발표했다.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 대응 역량 중
사이버 공격이 여전히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전술은 121국으로 알려진 사이버지도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국 육군 교범에 따르면 121
국은 6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벨라루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북한이
러시아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서는
2021년 2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에도
반영됐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는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함에 따라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도의 성장
1980년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인도는 우주
역량을 점진적으로 키우고 있다. 2019년 인도는 위성 요격
시험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운동성 우주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인도는 세 번째 달 탐사를 준비하며 민간
우주 프로그램도 발전시키고 있다.
인도의 우주 활동은 민간 우주 조직과 군사 우주
조직으로 나뉜다. 모든 민간 우주 개발은 인도 우주국 산하
우주연구기구가 담당한다. 우주연구기구는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의 유일한 발사이자 51차 발사를
기념했다. 2021년 2월 첫 번째 궤도 발사를 성공했으며,
이때 브라질의 지구 관측 위성을 포함하여 19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2019년 인도는 국방우주연구원을 창설하여 국방부
국방우주국 소속으로 국가 안보 우주 시스템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게 했다. 이들 신규 기관은 전략적 우주
작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가 추진하는 목표의 일부다.
국방우주연구원은 우주전 체계와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인도 우주 대응 역량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도록 개발됐다.
인도는 "적 자산을 탐지, 식별, 추적"하는 우주 영역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국방우주국은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방어 및 공격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주목할 사항
중국은 우주 대응 무기를 개발하는 데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역량을 군과 작전 계획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중국의 우주 관련 연구 개발과 우주 쓰레기 청소용 로봇
같은 민군 겸용 우주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다.
작전 관점에서 중국이 재밍과 스푸핑 같은 전자 우주
대응 역량을 비정규전 전력과 전술에 통합하는 것을
추적해야 한다. 우주 행동 규범 면에서 중국의 쉬잔17 동기 궤도 탐사 워성에 주목해야 한다. 쉬잔-17
은 현재까지 다른 중국 위성을 검사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기 궤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위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우주 시험과 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마도 러시아일 것이다. 2020년
직접 상승 및 공동 궤도 위성 요격 무기를 시험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테스트의 계속 여부와 새로운 역량의
시연 여부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다른 부문으로 추가 공중 및 지상 기반 플랫폼에 대한
레이저 위성 요격 체계 시험, 중요 플랫폼 투사용 전자전
체계, 민간 인프라 및 정부 인프라에 대한 대담한 사이버
공격을 들 수 있다.
이란과 북한의 우주 역량은 비교적 미숙한 편이지만,
이들 국가의 전자 및 사이버 우주 대응 역량은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향후 1년 동안,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주축으로 우주 발사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1년 동안 상대적 휴면기를 거친 후 우주
발사 역량을 다시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북한이
우주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지도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페르시아만에서
계속되는 이란의 GPS 스푸핑과 북한의 한국 GPS
재밍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영역에서 이란이나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정교함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인도는 고출력 레이저와 기타 비운동성 위성 요격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주 영역에서
인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군 및 연구 개발 우주 기구의 향후
개발 현황, 우주 및 우주 대응 활동에 대한 예산 수준, 우주
시스템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의 적용 또는 시험 징후를
살펴봐야 한다.
2020년은 우주 대응 활동 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느리게
돌아갔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가들이 봉쇄에서
벗어나고 이전 계획과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면서
바뀔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인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함에 따라, 종합적인
우주 정책 문제와 우주 대응 무기의 확산에 미국이
대처하는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내외에서
우주 행동 규범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우주 규범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의 초기 징후는 미국 국방부와 정보 커뮤니티
사이에 미국 정부가 지지하고 따를 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드러날 것이다. 미국 정부 내
기관 간 합의 없이는 다른 정부와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o

본 기사는 2021년 4월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항공 우주 안보 프로젝트가 《2021년 우주 위협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전체 보고서 링크:
https://www.csis.org/analysis/space-threat-assessment-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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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산주의 제국으로
향하는 로드맵
중국 공산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저항부터
국제 질서 재편성까지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다
기사: 징하오저우(JINGHAO ZHOU) 박사/호바트 윌리암 스미스 대학교 | 사진: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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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년대 초 중국 경제가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개발 모델을
수출하고 글로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사실 중국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일대일로 같은
야심찬 경제 계획과 함께 빠른 군비 증강, 공격적인 정치
선정, 이념 검열을 통해, 경제력을 이용하여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 제국을 수립하려는
바람을 드러냈다.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며 "인류의 공동 미래를 위한 공동체" 건설을
주장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
또는 중국몽이라 이를 부르며, 야심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제 기구의 잠재적 종결자
어떤 나라든 국제 기구 밖에서 강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오쩌둥(Mao Zedong)이 26년 동안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중국을 통치한 동안 중국은
국제 기구와 대립하며 제재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1950년대 초, 마오는
새로 건국된 중국이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20년
내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공산주의 중국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덩샤오핑(Deng Xiaoping)의 지도
아래 중국은 적대적 참여 전략을 수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덩의 저자세 전략은 시간을 벌고 조용히
공산주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시대에 국제 기구의 혜택을
크게 받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국제 기구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종결자, 선택적 참여자, 국제 기구의
무임 승차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실용적으로 수행한다.
1996년 초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쓴 《중국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책은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을 조국에 촉구했다. 2006년,
다른 저자들이 발표한 《불행한 중국》은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이 패권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선동하기
위해 서방 정부가 치욕의 1세기 동안 중국을 괴롭혔으므로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또는 서방의 가치,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 유엔 및 산하 기구 등의 세 가지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에 중국몽을 구현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제
기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국가 종합 권력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중국은 경제력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국제 기구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덩의 저자세
전략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이 제안한 새로운 유형의 양자 강대국 관계를
거부하자, 중국은 하이브리드 "약강" 국가 전략에서 강국
전략으로 전환을 완료하고, 중국 제국이 19세기 전에
누렸던 동아시아에서 우위를 되찾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정치 선전을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발언권을
통제하는 자가 국제 시스템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부 내러티브를 통제하기
위해 글로벌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 공자 연구소 1000여 개를 설립하여 해외
대학에서 정치 선전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연구 그룹인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중국
해외 기관이 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6년 미화
1000만 달러에서 2020년 6400만 달러로 5배 증가하며
미국 기업과 정치 및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다.
뉴욕시 타임스 스퀘어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인 중국
스크린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정치 선전을 상징하며
하루 종일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만 12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과 방송 계약을 맺었으며 차이나 데일리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에 삽입 광고를 넣고 있다. 중국은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다른 서방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치 선전을
전파하고 있다. 정치 선전은 해외 중국인과 타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반중 의견을
억제하고, 반미 정서를 조장한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기타 자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체계적이다.
국제 규칙 모호화
중국 공산당은 모든 영향력 도구를 행사하면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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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세계 은행/국제통화기금 연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입지를 높이기 위해 초강대국 준비 글로벌 화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규칙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핵확산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추구할 때 모호한 정책을 채택한 반면,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같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때는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이러한 규칙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노력 중이다.
기후 변화에 대해 중국은 국제기후변화콘퍼런스
회의에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방 국가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기후 협정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2021년 가상으로 열린
기후 정상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약속은 실천 계획 없이 공허하다. 이에 반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50~52퍼센트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18

IPD FORUM

금융 부문에서 중국은 전 세계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제 정치와 금융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경제 및 금융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위안화에 대해 특별인출권 지정을
추진했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초강대국 준비 글로벌 화폐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거래 시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 정산을 국제적으로 시범 실시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여 결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버전의 위안화로
중국 경제의 효율을 높여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선택적 참여자 및 무임 승차자
중국 공산당은 국제 기구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세계화의 정치적인 측면은
반대하지만, 기술적 우월성에 도달하고 중국의 개발
모델을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와 기타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은 지지한다. 중국은 국제 기구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공정 무역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됐을 때,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의 주범은 중국이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 간첩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80퍼센트 이상이, 또 영업 비밀 관련 사건 중 60퍼센트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매년 미화 2250억에서
6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무임 승차자였지만 미국은 국제
안보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재를 제공해야 했다.
한편 중국은 국제 기구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와 국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981년 미화 4억 5000만 달러,
1986년 미화 6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1999년까지
국제개발협회로부터 최대 9억 5000만 달러를,
2011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398억 달러를
차입했다. 중국은 현재 소득 면에서 중상위권 국가지만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자금을 이용해 글로벌 권력을
사들이고,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에 중국을 지원하거나
외교적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기술 지원을 중국에 제공했지만,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지역 및 국제 기구에서 지위 상승
중국 공산당은 국제 기구에서 권력을 강화하며 국제
기구에서의 역할을 급격히 확대했다. 중국은 200개
이상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엔의 15개
전문 기관 중 4개 기관을 비롯해, 기타 글로벌 기구에서
많은 고위직을 맡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년 전 유엔의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최고 지위를
획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중국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같은 다자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아랍 국가 협력 포럼과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등의 중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기구를
출범시켰고, 2001년에는 유라시아 정치, 경제, 안보
동맹인 상하이협력기구를 창설했다. 2015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은행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03개 회원국과 21개 예비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무역 관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국제 무역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지역 및 글로벌 질서 개편을 위해서다.
한편 중국 정부는 국제 정치 부문에서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상하이에서 열리는 오토쇼에 앞서 한 근로자가 디스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전체 사건의 80
퍼센트, 영업 비밀 사건의 60퍼센트 이상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국 지식재산
도용에 책임이 있다.

가치와 인권에 완전히 위배된다. 중국은 "집단 인권"
과 "개발권"을 우선하여 국내 정치 및 종교 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하면서, 국제 사회의 인권 유린 비판을
정기적으로 일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중국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 연례 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회원국
대부분이 중국이나 중국 후원국의 무대응을 지지했다.
중국은 또한 다른 이득을 대가로 제공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다자간 대화에서의 협상 기술을 충분히
개발했다. 그 결과 중국의 인권 기록은 계속해서 세계
최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언론인이 수감되어 있다.
중국의 위협이 가져온 결과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다면적이다. 중국은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홍콩, 마카오, 본토, 타이완 등 이른바 대중국을
통일하고, 남중국해를 내부 호수로 만들려 한다. 더불어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자 한다. 이를 향한 첫 걸음으로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한다"는 개념을
구축했다. 이 개념은 세계 패권을 향한 발판으로서 지역
우위를 구축하고, 미국의 지역 동맹을 파괴하고, 미국을
인도 태평양에서 몰아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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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 가치, 군사를 비롯한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0년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의 목표가 2049년까지
세계적인 군대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랜드사는 최근
보고서 《글로벌 패권을 향한 중국의 퀘스트》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아시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싱크 탱크들은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중국이 강해지고, 중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몰아내려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향후
10년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전체에 중요한 시기가

2021년 3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회의 개막식에서 중국
공산당 외교부 장관 양제츠가 연설하고 있다.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영국,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큰 패권 경쟁이 있었다. 20년 전
미국의 정치학자 겸 국제관계학자 존 미어스하이머(John
Mearsheimer) 박사는 패권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강대국들은 여전히 서로를 두려워하며
위험한 안보 경쟁도 반복되고 있다.
중국은 세 가지 측면, 즉 국내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고
자립 정책을 재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나머지 세계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를 가속하며 미국과 싸울 준비를 해왔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의 원천은 미국"이라며 미국을 중국의 적으로
지목했다.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미중 첫 대면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은 18분 동안 미국
정치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공격했다. 양제츠
(Yang Jiechi) 중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세계를
대표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서구 민주주의보다
우수하므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

IPD FORUM

최근 시 주석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발전 추세를
"동양의 부상과 서양의 몰락"으로 규정하며 중국이
세계를 똑바로 바라볼 때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취스에 실린 연설에서 시 주석은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누구도 중국을 쓰러트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49년까지 강대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과 관행은 분명하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저자세" 외교 정책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은 중국을 괴롭히려는 외국 세력에 대해 "14억명이
넘는 중국 인민이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략적 안보 경쟁의 미래
미국과 국제 사회가 중국의 포괄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제 질서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현 국제 질서로부터 혜택을 크게
받았으며 이를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많은 목표가 미국과 충돌하지만, 국제 기구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 원칙과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또
혹자는 국제 질서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므로 이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중국의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각각
미국과 동맹국이 국제 체제를 계속 이끌거나, 국제 질서가
목표를 잃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분열이 가속되거나, 세계가 서서히 무정부 상태로
빠지고, 유럽연합과 중국이 이끄는 세계 연정이 부상하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여전히 가장 유망한 시나리오는
미래에도 미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는 확실하지만
중국몽이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만 대표하기 때문에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 이념과 중국의 가부장적
전통은 더 이상 중국이나 해외에서 인기가 없다.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단기간에 자립 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화된 국제 사회의 주된 목표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과 중국의 가부장적 전통은 더
이상 중국과 해외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혐의로 중국을 공동 제재했다. 2021년 5월,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중국과의 투자 협정을
공식적으로 보류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중국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공급망법을 제정하여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 내 독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들 기업이 해당 지역을 떠나게
했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첫 기자 회견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임기 내에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미국 동맹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했으며,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G7과 함께 기술, 기후 변화,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
태평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과
동맹을 맺었다.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를 통해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과 경제, 군사, 공급망
부문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쿼드는 또한 다자간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국 공산당의 헤게모니 야망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편,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는 이미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중국의 세계 헤게모니 진출을
차단하려는 국제 사회의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목표가 변함없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더 이상
타이완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로 보지 않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단호한 결단을
보여준다. o
IPD FORUM

21

태평양

협력 강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태평양
섬국가를 지지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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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표면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는 넓은 바다에 흩어진
약 3만 개의 태평양 섬은 대부분
무인도지만, 무인도를 제외한
섬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구를 상회하는 1200
만 명이 살고 있다. 많은 태평양
섬 주민들의 삶은 푸른 바다의 풍요로움이나 반짝이는
청록색 바다 위의 열대 보석 같은 고향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태평양 섬국가와 영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수면
상승과 자원 고갈, 코로나19 봉쇄와 지정학적 분쟁 등
시대의 다양한 과제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다.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1971년 설립된 정치 및 경제 정책 그룹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사회는 국제 범죄 단체,
기후 변화, 테러리즘, 자연 재해, 정치적 불안정, 내부
분쟁 등의 안보 위협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국내 무질서,
국경 수입 감소, 현지 범죄 증가, 법 집행 약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중국을 비롯한 경제, 기후, 안보 위협의 폭풍에
대응하여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노력이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2019년 10월 발표한 《태평양
파트너십 발전: 태평양 국방 접근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에서 "복합 교란 요소가 강화되고 극복해야 할 외부
행위자의 존재감이 증가하면서 태평양이 진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경쟁이 다양한
복합 교란 요소와 교차할 것이다. 지역 입지를 강화하려는
외부 행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영향력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지리전략적 경쟁의 중심에는 모든 활동에서 항상
뉴질랜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외부 행위자의 참여
속도, 강도, 범위라는 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많은 국가들이
태평양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키리바시 순찰선 RKS 티노아이호(왼쪽)와 미국 해안 경비대
고속정 스트래튼호가 태평양에서 훈련 중이다. RKS 티노아이호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12개 태평양 섬국가에 순찰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키리바시에 기부됐다. 2021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는
교체용 가디언급 순찰선 RKS 티노아이 II호를 키리바시에 인도했다.
사라 뮤어(SARA MUIR) 중사/미국 해안 경비대

중국의 '공세 확대’
대표적인 예로 키리바시가 있다. 세계 오지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중간 즈음에 위치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인구는 인도의 최대 크리켓 경기장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적은 11만 명에 불과하지만,
33개 산호초가 태평양 전역에 흩어져 있는 덕분에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그 영토가 지구의 4개 반구에 모두 걸쳐
있고, 그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도 본토 면적보다 넓은 300
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선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키리바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권을 갖는다.
키리바시의 천연자원에는 어류, 석유 및 가스 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탐욕스러운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9년 중국을 지지하며 타이완과 단교한 키리바시는
산호초 한 곳에 위치한 활주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에 중국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2021년 5월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키리바시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기지로 사용됐던 활주로에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프로젝트가 중국이
약탈적 대출 관행을 사용하는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달 후, 중국의 개입과
관련된 보안 문제로 인해, 세계은행의 주도 아래 키리바시와
또 다른 태평양 섬국가인 미크로네시아연방과 나우루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통신을 개선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보류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해저 케이블은 미국령
괌과 연결되어 미국 정부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었다.
중국 기업이 최저 입찰가를 제출했지만, 미국과 섬나라
담당자들은 중국 기업은 중국 정보 및 보안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캔버라 소재 싱크 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는 2020년 9월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발표한 기사에서 "중국이 키리바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초반에는 이러한 시설이 민군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군사 기지가 태평양 중심부
곳곳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러한
시설을 통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어장은
물론 심해 광물 자원을 통제하고 하와이, 콰잘렌환초,
존스턴환초, 웨이크섬의 미군 기지 근처에 주둔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시설은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이의 주요 해로를 가로질러 배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의 국가 안보 담당 선임 펠로우
알렉산더 B 그레이(Alexander B. Gray)는 태평양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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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파트너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온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창설 직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작전은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최고 작전

태평양 섬국가와 지속적인 관계 구축

담당자로 활동했던 에릭 모레이(Eric Morey) 소령은 "진행 중이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새롭게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했다"며 "작전 관점에서

태평양 섬국가 작전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모든 부문과 동맹 파트너, 오세아니아

태

국가 사이에 다양한 창의적인 해법, 인내, 팀워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사회적 책임이 내포된 개인의 자유와 글로벌

수혜를 입었다. 이들 파트너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태평양

자치권이라는 공통 가치를 포함하며 미국과 태평양 섬국가 간 우정과

섬국가 작전의 핵심이 됐다.

평양 섬국가 작전은 미국 태평양 육군이 오세아니아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팀을 보내

전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태평양 섬국가를 지원했다. 우선 피지,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일환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동티모르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 오세아니아 지원 강화로

연대를 강화한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팀은 군, 정부, 사회 파트너와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연계하여 광범위한 주제 문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세아니아

계속하여 역량을 구축하고 더 많은 태평양 섬국가로 범위를 확대했다.

전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호스트 국가별로 맞춤형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현역, 예비군, 주방위군을 비롯한 미국
육군의 모든 부문에서 파견된 대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공식 창설된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포트 섀프터 플래츠에 위치한 제9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성공의 핵심 요소는 태평양 섬국가
작전이 호스트 국가 파트너와 맺은 심도 깊은 문화적 연계와 일치였다.
또한 활동의 모든 면에는 문화적 몰입과 교육이 포함되었다. 최근

임무지원사령부의 부대와 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곳에

진행된 체력 단련 훈련 중 태평양 섬국가 작전 대원들은 패들링 강습을

본부를 두고 있다. 제9임무지원사령부는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받았다. 크리스 카오푸이키(Kris Kaopuiki) 상사가 이끄는 대원들은

폴리네시아를 포함하는 오세아니아에 이미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기초 고대 항법을 배웠다. 카오푸이키 상사는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과

많은 소속 대원들이 오세아니아를 가족과 조상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접촉하는 데 패들링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있을 만큼 지역과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특히 임무에 적합하다.

없다"며 "패들링의 전통과 규율은 고대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

2021년 6월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지휘관으로 취임한 제9
임무지원사령부의 사령관 티모시 D 코넬리(Timothy D. Connelly)
미국 육군 준장은 "제9임무지원사령부의 훌륭한 점은 태평양 섬국가

고 말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 대원들은 카바 의식과 태평양 섬주민
유산의 밤 같은 문화 행사에도 참여했다.
미국 태평양 육군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퍼시픽 패스웨이즈의

출신의 대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태평양 섬국가 출신

목표는 군사 훈련을 통해 미군, 동맹군, 파트너군의 준비 태세를

대원들은 미국 육군의 군사 기술과 훈련을 받은 훌륭한 대원들이다.

강화하는 데 있다. 퍼시픽 패스웨이즈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실시되며

많은 남태평양 출신 대원들이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기

최근에는 오세아니아 국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0년 초반부터 오세아니아의 노력이 구체화되면서 태평양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앞으로도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데 의존할 수 있는

섬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오세아니아 패스웨이즈팀이 창설됐다. 문화

성숙한 자산으로 성장해 2022년을 맞이했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은

전문가와 민사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 팀은 호스트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고위 지도자 교류부터 합동 훈련, 콘퍼런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밖에도

대응 계획, 코로나19 지원, 엔지니어 교류, 시민 행동 및 프로젝트까지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축됐다.

태평양 섬국가에 엄청난 역량과 가치를 제공한다.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오세아니아 패스웨이즈팀은 미국 육군과 자매 서비스 엔지니어링,

부사령관 블레스 잔돌리(Blaise Zandoli) 미국 육군 대령은 “미국과

의료, 수의학 역량을 사용하여 전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제9

오세아니아 지역의 태평양 섬국가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많은 기본

임무지원사령부는 또한 태평양 섬국가에 팀을 파견하여 재해 대응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개인을 존중하며

계획, 안보 협력, 대원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퍼시픽 패스웨이즈 같은

인간 존재에 대해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며 “

군사 훈련은 미군, 동맹군, 파트너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 태평양

공통 가치와 상호 유익한 실질적인 연결 덕분에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섬국가 작전의 범정부적 접근법은 문화 전문성, 민사, 자산을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역에서 중국의 "공세 확장"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수랑겔 휩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신임
팔라우 대통령은 중국의 괴롭힘을 비판했고, 이보다 한 달
전에 팔라우 해양 경찰은 미국 해안 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팔라우 영해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박을 압류했다. 중국의 거대한 원양 어선단은 세계
어획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규모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회장 아키모토 사토히로
(Akimoto Satohiro)는 더 재팬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어자원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려다 근해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넓고 자원이
풍부한 태평양 섬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은 경제적 압박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이완과 팔라우가 수교를 맺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 관광객의 팔라우 방문을
금지하여 팔라우 내 인기 관광지의 중요한 수입을
감소시켜 보복을 가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오세아니아 및 인도 태평양 안보 국장을 역임했던 그레이
(Gray)는 2021년 5월 더 디플로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가장 작은 태평양 섬들이 직면한 도전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들 국가는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포럼과 유엔에서 미국과
오랫동안 협력해온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국방협력실 연락관 파블로 발레린(Pablo Valerin) 미국 육군 소령,
동티모르 방위군 부참모총장 팔루르 레이트 라크(Falur Rate Laek) 준장,
동티모르 방위군 참모총장 칼리스토 산토스 콜리아티(Calisto Santos Coliati)
대령, 태평양 섬국가 작전의 팀 동티모르 담당 장교 루비 기(Ruby Gee) 미국
육군 소령, 동티모르 문화 연락 부사관 리디아 맥키니(Lydia McKinney) 상병이
동티모르를 둘러보고 있다. 솔로몬 나바로(SOLOMON NAVARRO) 하사/태평양 섬국가 작전

‘공통 목표를 지닌 경쟁의 장’
민주주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부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헤게모니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참여를 늘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노력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담당자인 커트 캠벨
(Kurt Campbell)은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가 2021년
6월 주최한 행사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의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한동안 추진할
일 중 하나는 태평양 섬국가들과 함께 공통 목표를 지닌
경쟁의 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캠벨은 "태평양 섬에는 매우 큰 역사적, 도덕적,
전략적 이해가 있다"며 "그리고 이들 섬국가들은 날이
갈수록 가치와 유엔에서 태평양 섬국가의 역할, 보건
문제, 기후 변화, 군사적 잠재력, 건강한 조업 등의 다양한
면에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참여
중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의 대화 파트너국이며, 이들 양국은
포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국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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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역 개발에 미화 5억 8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미국은 매년 미화 3억 50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기후 준비
프로젝트는 태평양 섬국가와 영토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화 24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더불어 미국은 양자 십라이더(shiprider) 협정을
통해 현지 사법 당국이 미국 해안 경비대 함정에
승선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범죄와 싸울
수 있게 하고 있다. 2020년 미국 육군은 태평양 섬국가
작전을 창설하여 지역 주둔을 늘리고, 민간 구호
프로젝트, 군사 및 안보 작전 및 훈련,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섬국가를
지원했다.
또한 2020년, 미국 태평양 함대는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뒷받침하는 해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제27차 환태평양훈련을
개최했다. 8월에 2주간 하와이 제도 주변 해상에서
실시된 환태평양훈련 2020에는 10개 파트너국의 함정
22척, 잠수함 1척, 병력 5300여 명이 참가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교육, 보건,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 무역, 관광 진흥을 통해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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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도쿄 태평양 제도 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의 일환으로 태평양
섬국가들과 국방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이 태평양 섬국가와 처음으로 추진한
다자간 장관급 회의인 일본 태평양 섬국가 국방 대화를
주최하고, 일본 자위대 항공기 및 함선의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키모토는 2019년 12월 더
재팬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아시아 국가로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태평양 섬국가와 교류할
것이다"라며 "일본은 또한 법치, 양질의 인프라, 인간
안보라는 가치를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혜택을
강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재정립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6년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 회의에서 공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태평양 스텝업 전략은 "최우선 대외
정책"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에만 미화 10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지역의
주요 관광 및 서비스 기반 산업이 파괴되면서 지원은
중요 물자로 확대됐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들 국가의 단일 최대 개발

태평양 섬 지역에 위치한 키리바시의 외딴
섬 중 하나인 칸톤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중국이 업그레이드하려는 활주로가 위성
사진에 찍혔다. 디지털글로브

파트너다"라며 "우리는 이들 국가에 개인 보호 장비,
검사 장비, 의료 전문 지식을 제공했으며, 전문가와 구호
인력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수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통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는 태평양 순찰선 교체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선박 21척을 확보하여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2개 태평양 섬국가와
통티모르에 기부한 순찰선을 교체할 계획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화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교체 프로젝트는
섬국가들의 국경을 순찰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기타 해양 범죄에 대응하고,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2021년 6월에는
11번째 교체용 가디언급 순찰선 RKS 티노아이 II호가
키리바시에 인도됐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태즈먼해 너머의
뉴질랜드도 지역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2월,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성명에서 "태평양의 번영과
안보가 자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섬국가 및 영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2018
년에 출범한 태평양 재정립 정책에 따라, 원조 기금을
증액하고, 장관급 회의 빈도를 늘리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외교 및 개발 직책을 12개 이상 신설했다. 2020년
중반에는 상주 국방 자문이 통가에 배치되어 재해 대응

등의 활동을 조정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태평양 지역의
상륙 작전과 해양 순찰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강화하고
재조정하면서, "태평양 안보 대원들 사이에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의 기본을 심어주기 위해" 섬국가에
전문적인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태평양 파트너십 발전》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부터 전략적 경쟁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이 다양한
과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평양 섬국가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이들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미국, 인도 태평양의 이웃국가, 유럽, 나아가 전
세계의 우방국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타이완 방문 중 "우리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침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휩스 대통령이
말한 취약한 주권에 대한 우려를 자극이라도 하듯,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동안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 10대를 출격시켰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의 그레이는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야망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은 공동 노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의 소국이 독립, 안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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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암시장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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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당원이 공공연하게 자금을 옮기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존 F 토본(JOHN F. TOBON)/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당

국은 2020년 중국 외환 브로커가
멕시코 마약 밀매상과 공모하여 돈
세탁한 사건을 밝혀냈다. 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이 이례적인 공모는
불법 자금을 숨기기 위한 최신 거래 사례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불법 자금 세탁이 아니라 주로 외환 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복잡한 거래의 한
측면에만 집중했다.
외환은 글로벌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외환은
세계 합법 및 불법 무역의 핵심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더불어 외환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기도 하다. 외환 시장의 기복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경제가 좌우된다.
이번에 당국의 밝혀낸 사건에는 외환 암시장이 관련되어
있다. 불법 행위자에게 외환 암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좋게 말해 심각하게 과소 평가됐고, 엄밀히 말해 완전히
간과됐다. 국제 무역과 외환 암시장, 불법 행위자와 관련된
관계는 오랫동안 자금 세탁의 취약점으로 올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정식의 핵심 요소는 무역으로 잘못
해석되어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역사적 분석 그리고 미래 예측과 함께 이들 요소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자금 세탁의 핵심은 무역이
아니라 외환 암시장이며, 둘째, 중국이 관련된 경우 외환
암시장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불법 및 합법 기업에 외환 암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려 한다. 또한 외환 암시장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중국의 외환 제한이
남이 외환 암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 남미 범죄 조직,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주요 공적 기관을 담당하는 자) 사이의
비공식적 편의상 파트너십을 확인한다.

불법 활동의 촉매 역할을 하는 통화의 송금 제한
외환 암시장은 전 세계에 존재한다. 외환 암시장을 가져온
경제 정책은 종종 국가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실행된
것들이다. 이들 정책은 많은 경우 국가 통화의 평가 절하로

중국 및 미국 은행권

로이터

촉발되어 외환(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의 수요를 높인다.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 국가 통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외환 구매와 실제 통화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출업체의 해외 보유 외환 환수를 통제한다.
한편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수입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외환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제한은 상품을 수출하여 외환을
벌어들이려는 수출업체의 의욕을 꺽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외환의 가격은 수입업체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고
수출업체가 판매하기에는 너무 낮게 된다. 이런 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외환 의존도가 높은 경제 내
주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반면, 규제 시장 밖에서 외환에
접근할 수 있거나 외환을 보유한 주체에게는 기회가 된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 달러 암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달러 암시장은 다양한 국가들이 외환을
통제하며 시작됐다. 각국이 외환을 통제하면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무역하는 개인들이 사실상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규제된 외환 부문 밖에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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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암시장이 나타난 것이다.
외환 시장은 공식적 시장이든 비공식적 시장이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영된다. 암시장이 생겨나면, 이 시장은 종종
고위 정치인의 부패와 마약 밀수 등의 범죄 활동의 형태로
불법 조달된 외환을 통해 미국 달러 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외환 자금 세탁
이 시나리오의 자금 세탁 과정은 정부 기관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혼란과 당혹감을 가중한다. 비즈니스 거래가
어떻게 범죄 활동 수익금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러한 부정으로 인해 기업은 범죄 조직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막대한
금액이 걸린 질문도 있다. 자금 세탁은 언제 일어나는가?
수입업체가 외환 암시장 브로커로부터 외환을
구매하면 비즈니스 거래는 범죄 활동에 연루되게 된다.
이들 브로커는 외환 불법 공급과 허위 합법 수요 사이의
연결 고리다. 전통적인 국제 무역 거래의 일부로 합법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불법 외환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의
합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제 수입업체는 수입을
완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율이 표시된 홍콩의 전자 게시판.

AFP 통신

수입을 완료하려면 관세 사기(과대/과소 평가 또는
이중 송장 발행), 밀수를 벌이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 금융 기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함정에 빠진다. 이러한 요인의 조합을 두고
일반적으로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이라고 말한다.
무역 거래에 중점을 두고 보면 무역이 자금 세탁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사법 기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같은 국제 표준 제정 기구는 자금 세탁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국제 무역 거래를 더욱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두가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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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은 제품을 구매하기도 전부터 일어난다. 불법
외환을 확보한 범죄 조직은 외환 암시장 브로커에게
외환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사라진다. 범죄 조직은
고객에게 제품을 보내지만 수익은 외환 브로커에게
위탁하지 않는다.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모델은 범죄 조직이
합법적인 상품에 자금을 투자하여 상품이 수입되어
판매되면 세탁된 수익을 회수할 거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 오류는 바로 범죄
조직이 수입업체와 공모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무역 경로를 추적하면 불법 외환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 때문에 진정
취약한 곳에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고,
수입업체의 형사 및 금융 범죄를 간과하게 된다.
우리는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금융 기관에 무역 거래
조사를 맡기는 대신, 상품 구매에 자금을 제공하는 계좌를
조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 조직과 부패
정치인의 외환 암시장 공급원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암시장과 멕시코 인신 매매업자의 결탁
중국의 외환 암시장과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사이만큼 이런
혼란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이러한 혼란은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환 암시장을 파악하며 사건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데서 온다. 뉴스 헤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자금 세탁업자는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의 서비스를
받으며, 브로커들은 주로 범죄자를 위해 일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십 년 동안
번성한 중국의 외환 암시장을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
분석가들은 중국 외환 암시장이 밀수, 수입품에 대한
과다 청구, 수출품에 대한 축소 청구, 해외에서 인출한
자금, 국경 무역을 통해 외화를 조달해왔다고 설명한다.
중국 외환 암시장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만큼 외환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중국이 외환법을
시행하여 은행과 금융 기관이 5만 위안(미화 7820달러)
이상 국내외 해외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은행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도 신고해야 하며, 더불어
미화 5만 달러의 외환 거래 한도도 설정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국영 기업
임원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증권, 생명 보험 또는 기타 투자형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책이 개정되기 전, 중국 공산당 당원들은
전통 외환 시장과 기존 은행을 사용하여 해외로 부를
옮기고 향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후에도 부패는 계속되었고, 중국 외환 암시장에서 미국
달러 수요가 기존 공급을 뛰어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베이징 중국은행 본사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
.AP 통신

생겨났다. 외환 암시장도 전통 외환 시장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므로,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미국 달러 공급원을 찾아야 했다. 그런 이유로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합류하게 된 것이다. 중국
외환 브로커는 궁극적인 고객, 즉 향후 해외에서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한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에게 미국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의 보유한 미국 달러를 구했다. 자금
세탁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에게 부수적인 활동이며
중국 외환 브로커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중국과 부동산
이러한 현상은 북미, 인도 태평양,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하와이, 기타 지역에서 고급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중국 외환
브로커는 역내 위안화와 역외 위안화의 두 위안화 간
아비트리지를 이용하여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일단 자금이 홍콩으로 옮겨지면 브로커는
중국 인민은행의 영향권 밖에 있는 자유 시장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중국 외환 브로커는 셸 코퍼레이션의 명의로 된
홍콩 금융 기관의 미국 달러 계좌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제3자에게 송금할 수 있다.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을 비롯한 자금원에게서 구매한

미국 달러는 이후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에 판매된다.
미국 금융 기관으로 미 달러의 송금이 완료되면, 종종
수취인들은 해당 거래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로 중국의
통화 송금 제한을 언급했다.
최근까지 금융 기관은 그런 고객을 동정했고, 거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불법 송금 차단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이 연루된 외환을 통한 자금
세탁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법 기관이
중국 외환 암시장 공급에 집중하면, 당국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미국 달러를 조달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 외환의 출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서는 위협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은 자금 세탁을 공통 이해를
가진 두 당사자 사이의 순환 거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대신, 자금 세탁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즉, 자금세탁을
전 세계 서로 다른 범죄 집단의 운영에 필수적인 대규모
지하 산업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은 불법
자금을 서방 도시로 옮길 것이고, 거기서 도박과 고급
부동산 거래 같은 합법적인 활동은 물론 서방 정치 개입을
포함하는 사악한 활동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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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의

전략적 확산
중국 공산당의 정보 환경 무기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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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두완/VAST-OSINT | 사진: AP 통신

시

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집권한
직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종합실은 9호 문서로 알려진 성명을
발표했다. 9호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언론 통제와 이념 전쟁 집중 관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내 정치 통제와 검열을 강조했던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났다고 해석했다.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조종하기 위해 정보 환경에서 영향력
작전을 크게 확대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조직은
통일전선공작부다.
통일전선공작부의 주도 하에 중국 공산당은 SNS 및
뉴스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인공
지능으로 검열했다.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에는 몇
가지 주요 테마가 있다. 예컨대,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독재 모델을 서방을 대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외국인들이 중국이 책임 있고
자애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사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를 방해했다.
이러한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 작전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과거보다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에 훨씬 더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사이의 강력한 패권 경쟁에서 정보
환경을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2020년 이후 관찰된 중국 공산당 정보 운영의
주요 특징을 집중 조명한다. 그런 다음 점점 강력해지고
분산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의 허위 정보 노력을 분석해온
분석가들에게 분수령이 된 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중국의 캠페인을 통해 뻔뻔한
중국의 공식 성명이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가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이
중국 우한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생물 무기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며, 자국 국민과 전 세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캠페인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중국 외교부
및 외교관,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정부 수장 및 외교 정책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또한 초국가적으로

조사관들은 중국 공산당이 2020년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활동을 허위
묘사한 광범위한 SNS 캠페인을 발견했다. 페이스북과 기타 플랫폼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은 1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했고, 필리핀을 중국 편에
서게 만들려 했다.

담합하는 확장된 네트워크도 드러났다. 일례로, 캐나다의
음모 웹사이트인 글로벌 리서치 캐나다와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은 종종 서로를 인용하여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정보 세탁"으로 알려진 이러한 허위 정보
전술은 중국 공산당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수단으로, 서방 분석가와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전파한다.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Zhao Lijian)이 작성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거짓 트윗은 최소한 54개 언어로 9만 9000번 이상
리트윗되며 약 2억 7500만 명에게 퍼졌다.

인도 태평양 전장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정보 전쟁을 진행 중이지만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은 곳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다. 특히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에서 정교한 정보 작전이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광범위한 미디어 인프라를 이용하여 민주화 운동가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의 정치적 독립과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기 위해 타이완을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은 2018년 집권 민주진보당의 텃밭인
카오슝의 시장 선거에서 친중파 국민당 후보 한궈위
(Han Kuo-yu)를 지지하여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그
관계자들이 만든 허위 내러티브와 조작된 이미지가
SNS에 널리 퍼져 민주진보당 정부를 비방하고 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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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이 작성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거짓 트윗은 최소한 54개 언어로 9만 9000번 이상 리트윗되며 약 2억 7500
만 명에게 퍼졌다.

찬양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타이완 총통 선거도
조작하려 했으나, 타이완은 이에 대비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민관 파트너십의 미디어 정보 해독력과 허위
정보 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잠식하기 위해 고안된 중국 공산당의 정보 작전은
타이완과 홍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규모 집단 수용소,
수많은 실종, 불법 살인, 강제 불임을 폭로한 수사 보고에
대응하여, 중국 공산당은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공세를
펼쳤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신장 지역의 경제 개발과
교육에 대한 허위 주장을 전 세계에 퍼트려,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학살 캠페인을
숨기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 기자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여 신장에서 나오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아시아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가짜 동영상이 2020년 태국 SNS에
등장했다. 이 동영상은 태국에서 반미 감정을 촉발하고
확산시키려는 데 의도가 있었다. 친중계 매체들이 해당
동영상을 널리 공유했고, 동영상은 태국에서도 널리
퍼졌다. 사실, 해당 동영상은 에콰도르의 교도소 폭동 중
한 장면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리핀도
SNS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활동을 허위 묘사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였다. 해당 캠페인은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발언을 증폭시켰으며, 1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하고, 필리핀을 중국에 동조하게
만들려 했다. 한마디로,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의
허위 정보 노력은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이 정보 환경에서 벌인 경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서구 주요 SNS 플랫폼은 권위주의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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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거의 제한하지 않거나 전혀 제한하지 않지만,
위챗, 시나 웨이보, 텐센트 웨이보, 텐센트 QQ 같은
중국 SNS 플랫폼은 서구 사용자들의 접근을 다양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은 검열과 감시를
위해 SNS 플랫폼을 이용한다. 해외 사용자의 SNS 이용
데이터는 중국 공산당이 수집과 정보용으로 집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 사용자는 대부분의 서방 뉴스
매체와 SNS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서방은
중국 공산당의 국내 허위 정보 노력과 SNS 플랫폼 관련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입지를 대폭 늘렸다. 서구
SNS 플랫폼에서 펼치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활동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
외교관은 2020년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778개의 트윗을
올려, 총 21만 382개의 트윗을 게시했다.
셋째, 중국 공산당 정보 기관은 국가 통제 기술 기업에
크게 의존하여,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기화하고,
감시와 검열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에게 이러한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는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계열 기업은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백도어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인도 태평양에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해킹을 대폭
늘렸다.
요컨대, 정보 전쟁은 거대한 패권 경쟁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은 정보 환경을
무기화하며 인도 태평양과 기타 지역의 국가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데이터 기반의 오픈 소스 정보를 일상적인 군사 계획과
작전에 통합해야 한다. 빠르게 확산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환경에서의 경쟁
첫째, 악의적 행위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주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악플러 잡기
접근법은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정부나 기업이 정보 환경에서 계정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계정을 만들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허위 정보를 전방위 지속 캠페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보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담당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허위 정보원, 확산 메커니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지상 작전과 마찬가지로 정보
전장에서 적의 지휘, 통제, 기동, 통신 방법을
파악하고 공유해야 한다.

2020년 1월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이 타이베이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재선을 축하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차이 총통의 경쟁자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미디어 정보 해독력과
허위 정보 완화로 인해 실패했다.

•

전체 허위 정보 전파 시스템을 공략해야 한다. 다른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는 식별 가능한
공급망을 갖고 있다. 중국 내 도메인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중국 공산당 허위 정보는
지역 및 현지 언론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전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사전 예방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위협이 상업 또는 민간
네트워크에 존재하므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악성
콘텐츠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업계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실행하여 가장 적절한
행동 방침을 구현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완의 디지털 책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실 확인과 영향 받은 매체를
공개한다.
둘째, 정부와 업계 지도자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
해외 및 극단주의 정보 작전이 더 치열해지고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권위주의 정권이
허위 정보를 악용하여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를
악화시키는지 보여주었다. 달리 말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은
특히 새로운 위기 시 악성 정보 작전으로부터 자산과 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상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또한 외부에서 시작된 허위 정보 작전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도 포함돼야 한다.
셋째, 정부와 업계 지도자는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수용하고 촉진하여, 성숙한 기술 솔루션의 통합을
가속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미국 국방부 국방혁신위원회 산하 국방혁신부와
국가안보혁신네트워크 같은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열린 사회의 동맹으로 협력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보 전쟁에 맞서는 대응 방법을 확대하고 분산할 수
있다.
전사회적인 접근법은 정보 환경에서 중국 공산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정보 운영을 담당하는 각 정부 기관이 싱크
탱크, 학계, 민간 부문 이해 관계자로 자문 협의회를
구성하는 보다 지속적인 민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포함된다. 이러한 전문가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한 전략적 과제를 논의하고, 확증
편향이나 관료주의에 방해받지 않는 해법을 모색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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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의

경제 갈등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위협에 공동 대응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 박사/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성장은 내적 발전과 국제 공존에
좋은 징조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집권 아래, 중국 공산당의 국내 경제 및 정치
통제는 중앙 집중화와 억압 강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교 정책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의 경제가 자본 집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일어났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국가에
새로운 경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종종 군사
안보 위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위협받는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협과 대응 역량을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및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강대국들에게는 강력한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주로 경제
위협에 직면한 2차 중요 국가들의 협력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통신, 희토류, 반도체 등의 인프라 및 공급망
안보에 대한 세 가지 위협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의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 이론과 증거는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대안 핵심
국가 집단이 부상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국가
집단은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경제
종속에 빠트리고 외교 자율권과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사례 연구는
또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도 제시한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시작하기,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핵심 국가와 가능한 한
긴밀하게 협력하기, 화합 가능한 국제 규범을 증진하고
대중화하여 기본 정책을 보완하기, 특정 위협에
집중하여 정책 오류를 피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기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경제 위협: 목표 및 전략
시 주석이 집권하는 동안 중국의 경제 야망은 질적으로
변화했다. 중국은 경제 현대화를 위한 "개혁 및 개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에 통합되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중국의 현대화는 노동 집약적 생산에

통달하고 세계 선진 경제국과 직접 경쟁하는 자본
집약적 분야로 진출하는 과도기에 도달했다. 시 주석은
시장을 이용하여 선진 경제국 사이에서 노동력만
풍부한 국가가 되기 보다, 주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산업국 사이에 압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과 세부 계획에 따르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은 국가 보조금이며 통신
같이 보장된 국내 시장이 전략적으로 선택됐다. 하지만
더 강력한 비공식적 도구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중국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외국계 기업을 광범위하게
차별하여 기술을 중국 파트너에 이전하게 압박한 다음,
규제 차별과 보조금을 이용해 외국계 기업을 중국
기업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도 외국 기술을 직접 훔치는 데 전례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생산업체는
직접 보조금과 국내 보호 시장의 뒷받침을 받고 수출
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한다. 이러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국가는 중국 시장에서 집중
표적이 되고, 해당 국가를 찾는 중국 관광객과 유학생이
감소할 거라는 협박을 받는다. 중국의 기타 외교 및
국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도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중국의 첨단 산업이 통합됨에 따라 다른 국가의
경제는 중국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더 취약해질
것이다. 중국이 비대칭적 이점을 활용함에 따라, 다른
국가 경제는 공급망에서 종속적이고 대체 가능한
위치로 전락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의
전망은 더욱 암담하다. 이러한 위협은 중국이 워낙 큰
국가인데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지 않으며,
중국은 이러한 분쟁을 대상 국가의 주요 취약점으로
분류하므로 실질적이다.
중국의 위협 유형 및 대응 역량
중국의 경제적 위협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직면한 위협은 각기 다르고 대응 역량도 다르다(
표 1). 중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적 위협을 받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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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협 수준 및 목표
대응
군사 및 경제 위협 있음
역량

경제 위협 있음, 군사적 위협 제한됨
또는 부재

위협 매우 적음

강국

쿼드(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타이완, 베트남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한국, 영국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약국

필리핀, 작은 태평양 섬국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대부분의 저소득 개발도상국

참고: 강국은 인구, 1인당 소득, 정부 역량을 비롯한 포괄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위협은 군사 및 경제 부문에 모두 있거나, 경제 부문에만 있거나, 어느 부문에도 없다.

중국의 첨단 산업이 통합됨에 따라
다른 국가의 경제는 중국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더 취약해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대응할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4자
안보 대화(쿼드)의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주로 경제적 위협만 받는
국가의 경우, 개발 수준에 따라 위협 수준도 달라진다.
선진국은 기존의 자본 집약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반면, 중진국은 가치 사슬에서 더 자본
집약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데 위협을 받는다. 저소득
국가는 자본 집약적 국가로 발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위협이 적다. 이러한 저소득 국가의
주요 위협은 외교 정책 문제에서 중국을 따르지 않거나
중립을 유지하는 경우 수익성이 좋은 중국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대응 역량이
다르며,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대응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마저도
신뢰성 있게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특정 국가의 특정 위협에 대한 기존 대응을 평가하면,
유연하고 가장 효과적인 종합 정책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
위협 대응의 체화: 중요 인프라 및 공급망
중국의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가 가장 힘든 곳은 중국의
공급업체가 중요 인프라와 공급망을 통제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 곳이다. 중요 인프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분야다. 화웨이가
주도하는 중국 기업이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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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같은 경쟁사보다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제품을 판매하여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웨이는 기술 도용, 보조금,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우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화웨이가
정당한 방법으로 우위에 올라섰더라도 여전히 화웨이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주입하고, 통신을 감청하고, 네트워크 의존형 인프라와
서비스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혼란이나 중단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러한 위협은 화웨이가 새로운 5G 네트워크의 주요
공급업체 자리를 노리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응은
놀랍도록 효과적이었다. 미국 의회는 양당 합의를 통해
화웨이, ZTE, 기타 중국 업체가 미국 네트워크에 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게 조기에 금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위험을
설명하면서, 화웨이 장비로 인해 동맹국과의 정보 협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명백한
금지 조치를 지지한 것 외에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기타 하드웨어
같은 관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지원했다.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유럽연합의 5G 클린 툴박스와 비슷한
보완 노력에 기반한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한 국가들은
중국의 5G 장비를 공식 금지한 조치를 종종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다, 이에 대한 논쟁을 통해 그 결과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기타
중국 장비에 대한 광범위한 공식 및 비공식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현재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거의 모두를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위협 대응을
최적화하기 위한 3대 원칙
제1원칙:국가가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고 지키는 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의 기반이다.

베이징 엑스포에 화웨이의 5G 서비스가 전시되고 있다.

AP 통신

60여 개국과 통신 서비스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주요 민간 기업 수백 개가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 대응 패턴은 다양한 군사 및 경제 위협 패턴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으로부터 중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모든 국가는 중대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금지 조치를 채택했다.
주목할 만한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은 국가는 이렇게 대응한
수가 훨씬 적다. 하지만 위협이 거의 없는 범주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미국 수출입 은행의 권한을 확대하여 중국의
보조금을 상쇄하고 다른 공급업체의 입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지원 덕분에 최근 에티오피아는
유럽이 주도하는 "클린" 컨소시엄을 5G 네트워크 건설자로
선정했다.
희토류는 전자, 재생 에너지, 군사 하드웨어 같은 중요
부문의 산업 공정에 필요한 자원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 가공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2010년, 중국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동중국해의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을 응징하고 중국 국내 사용자에게 비용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다시 수출을 늘렸지만 이 사례로
중국에 경제를 의존했을 때 위험성이 드러났다.
일본은 자국 산업에 희토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의 희토류
광산에 투자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2010년 90퍼센트 이상에서 2020년 60퍼센트 미만으로
줄였다. 미국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협력을 토대로
희토류를 확보했다. 미국은 비교적 작은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 내 희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라이너스와 기타 기업의 미국 내 희토류 가공을 장려할 수
있었다.

중국의 위협을 받는 각국은 위협과 능력에 맞춰
자체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가는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응 수단이 제한된 국가는 온건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더욱 비공식적으로 행동하여 중국 공산당의
분노와 제재를 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는 중립
국가와는 다르므로,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도 동일한 방식으로 온건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2원칙: 유연하게 협력하여 대안 핵심 국가 집단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병행하여 안보를 극대화해야 한다.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역량 있는 국가는 유연하게
협력하여 군사 및 경제 안보를 공동 추구하고, 우수한
공동 안보 및 독립 보호 역량으로 세계 경제 내에서
자연적인 대안 핵심을 구성하고, 덜 위협을 받는 국가에
비슷한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별 상황이 다양하고,
다양한 부문과 공급망에서 안보 문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및 군사 안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관리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필요하다.
제3원칙: 국가 및 경제 개발 원칙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정해야 한다.
대체 핵심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프라와
공급망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통제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담하게 침범하며 방어적 반응을 촉진한다.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정치 통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이중 접근법을 해외에서
원활하게 사용하여 다른 국가를 통제하고 위협하므로,
위협을 받는 모든 국가는 그러한 기업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협을 받는 국가는 국가 안보와 경제 개발의
전통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집중하여 중국의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비상 시 사용할 더욱 안전한 내부 공급망을
사용하여 중요 인프라와 공급망을 보호하고,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더 넓고 노동 분업이
자유로운 외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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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레이시아 게벵에서
건설 중인 라이너스의 희토류
가공 공장.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후 일본 정부는 중국
외부의 희토류 광산에 투자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2010년 90퍼센트
이상에서 2020년 60퍼센트
미만으로 줄였다.
AP 통신

기술 및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채굴 및 처리 시설의 최소 규모를
결정하여, 평화 시와 분쟁 시 중국의 잠재적 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과 비축량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처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의 희토류 채굴을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및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채굴 및 처리
시설의 최소 규모를 결정하여, 평화 시와 분쟁 시 중국의
잠재적 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과 비축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거의 없는 취약한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비슷한 수준의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기타 관련 국가의
도움을 받아 희토류 채굴 및 처리 능력을 현지에 구축하기
위해 비슷한 노력을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공급망에서 반도체의 안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반도체는 전자 장비와 거의 모든 기계에서
핵심 제어, 계산, 저장 기능을 담당한다.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제조 공장이 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다른 기업들은 생산을
외주하면서 반도체 설계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생산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7퍼센트에서
2021년 12퍼센트로 떨어졌다. 생산은 점차 타이완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옮겨갔다.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계약 생산업체가 됐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전자 제품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본토에 더 많은 반도체 제조 공장이
건설됐다.
그러다 트럼프의 집권 기간 동안, 반도체 제조업체의
"리쇼어링", 즉 미국 본국 회귀가 많아졌다. 이는 TSMC,
삼성 등의 주요 외국 생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달성됐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서, 삼성은 텍사스주에서 거대한
반도체 제조 단지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째,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둘째, 미국 정부가 경제 및 군사 안보를 위해 대형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 국내에 둘 것을 결정하자, TSMC와
삼성은 미국에 공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챘다. 이들 기업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경쟁사들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이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중국이 중국 내 생산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박하지 못하게
했다. TSMC는 대규모 미국 생산 기지 덕분에 중국을
넘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의 위협을 줄일 수 있었다.
사실상 TSMC는 인센티브와 위협에 굴복하여 천천히
중국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전락하기보다, 생산 기지를
타이완과 중국 너머로 다변화하여 독립적인 기업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들 주요 기업의 결정은 타이완과 한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해를 증진한다. 특히, 중국의 군사 및 경제

세계 최대 반도체 계약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최근 중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로이터

흡수 위협이 더욱 심각한 타이완과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을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던 한국은
2019년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되기 전부터 이미 공급망
다변화를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악순환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강점을 유지하거나 재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인위적으로
특혜를 주어 국내 챔피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외국 기업의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공급망 복원력을 위한 협력
각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며 각자의 취약성과 역량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기적인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정기적으로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이
발족한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 및 "구매자판매자 매칭"을 증진하여 공급망 안보를 촉진한다.
이러한 협력은 각국의 내재된 취약성을 해결하고 다른
나라의 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촉진된다.
일본은 국내 및 해외 시장 재수출용 중요 공급품에
대해 중국 공급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에 불필요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 생산업체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기업들은 다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자신의 능력을 중국이 좌우하길 원치 않으며,
중국에 첨단 기술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 이 경우 중국의 경쟁업체들이 일본 기업의
첨단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생산
기지에 과도하게 의존했을 때 위험은 명백히 드러났다.
2010년 중국의 희토류 금수 조치, 미중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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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가르탈라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양동이를 쌓고 있다.
2020년 인도 정부는 10대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광범위한
보조금을 발표했다. 로이터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이러한 위험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2020년 일본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인건비가 낮은 다른 공급업체로
대체하는 일본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외 시장에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중국 외부에 더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병행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완전히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중국 이외 시장을 인질로 잡지 못하도록
공급망의 규모는 충분히 커야 한다.
한편 인도의 국내 및 수출 시장용 공급망은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더 힌두 신문은 "2018
년인도의 수입품(중국이 상위 20개 품목 공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4.5퍼센트"라며 “파라세타몰
같은 의약품 활성 원료 부문에서 인도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전자 제품의 경우 중국은
인도의 수입품 중 4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국경 분쟁과 1962년 중국의 인도 공격,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오랜 지원으로
인해 인도는 대중국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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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고 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로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하면서
인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도는 대중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인도는
화웨이와 기타 중국 통신 공급업체들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주요 인프라에 대한 스파이 및 교란 위험을 "제거"
하기 위해 인기 있는 중국 앱을 대대적으로 금지했다.
중요 인프라의 경우 연결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
공급업체와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해야 한다. 많은 인도 산업이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초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
인프라 공급망에서 갑자기 중국 공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0년 인도 정부는 10대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광범위한 보조금을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동시에 인도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 제공된다. 이러한 투자는 국내
시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인도 기업과 외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가져온다. 인도의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부문에서 공급업체는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에 다가갈 동기를
수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경제 상호보완성은 중국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 성장은 오랫동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풍부한 식량 및 원자재 수요에 크게 의존해 왔다.
제시하며, 기존의 유대 관계는 세 나라의 강력한
그러나 코로나19 시대,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에
역량 덕분에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혹독한 교훈을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이러한 노력에
얻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쿼드 국가의 시장은
대한 국제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중국의
중국보다 훨씬 크다. 캐나다, 한국, 타이완, 많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타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압력이나 방해를 받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경우 어떤 대가를 않는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치러야 하는지 오스트레일리아를
선례로 삼아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중국 외교관들은 즉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즈의 편집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
오스트레일리아는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며 “그 나라는 중국의
신발 밑창에 붙은 껌 같다. 때로는
껌을 떼기 위해 신발을 돌에
문질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산 보리, 소고기,
양고기, 설탕, 와인, 랍스터, 면화,
목재, 석탄 수입품에 관세와 기타
제한을 부과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식품
및 원료 수출업체가 어렵지 않게
다른 구매처를 찾으면서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큰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다.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방위 산업 기지와 비교 우위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방위 산업 기지와 비교 우위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계획을 발표하며,
제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
베이징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오스트레일리아산 소고기 등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입품에 중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했다. AP 통신
생산을 늘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를 찾아 공급망 취약점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동 시장은 훨씬 더 클 수
이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협력의 이점을
있다.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도 이와 같은
쉽게 알 수 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거의 같으며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경제 및 군사 경쟁국으로 성장할
이러한 공동 시장은 중국이 지배하는 시장보다 더
잠재력이 있다.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인도는 노동
우호적이고 유망한 세계 경제의 대안적 핵심을 제공한다.
집약적 상품과 제약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인적
중국에 비해 대안적 핵심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
자본 집약적 첨단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관계에 다양한 규범적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있다. 일본은 다양한 자본 집약적 제조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위협이나 제재를 쉽게 사용하지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양한 주요 식품 및 원료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나름의 강점을 안고 있다.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공동 시징을 확대하여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안전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수출 시장을
공급망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차별 없는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에 다가갈 동기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접근하고,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제공하는
따라서 각국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것이 그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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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그림자
부대
아프리카 디펜스 포럼

러시아는 부인 전략으로 와그너 그룹을 통해 해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측근 또한 비즈니스
혜택을 받고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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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가 국력을 과시하고, 천연
자원을 확보하고, 지정학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이를 위해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러시아는 해외에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 소수의 부를 늘리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그럴듯하게 부인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러시아는 광산과 기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와 훈련 및 안보
거래를 체결할 때 와그너 그룹 같은 민간군사기업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수석 펠로우 폴 스트론스키
(Paul Stronski)는 《터무니없는 부인: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민간군사기업은
전력 증강자, 무기 상인, 현지 군대 및 보안 요원의
교관,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며 "명목상으로 민간
행위자지만 이들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범위를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한다. 파워게임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러시아에게 민간군사기업은 다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도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중국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민간군사기업을 사용하며
비슷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 유라시아 리뷰 저널은 중국
민간군사기업을 두고 "중국 자본"과 종종 함께 발견되는
"중국의 근육"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민간군사기업은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지역과 중국 기업이 약탈적인 대출 관행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호스트 국가에서 더 자주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라시아 리뷰는 2020년 7월 분석에서
"국제적으로 중국 민간군사보안기업의 영향력 범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지만 그 규모와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민간군사보안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4 페이지의 "중국의 근육" 사이드바를 참조한다.)
연구원 세르게이 수칸킨(Sergey Sukhankin)의 2020
년 9월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 중 가장
유명한 바그너 그룹은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 시 약
250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약 10배 성장했다. 와그너
그룹은 시리아에서 바시르 아사드(Bashir Assad)
대통령의 군대를 지원했고, 이후 아프리카로 진출했다.
수칸킨은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강점, 한계점,
함의》 논문에서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시리아,
리비아 이외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러시아와 현지 국가 간 군사 기술 협력의 '그림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불명확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관측통들은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 기구, 푸틴 대통령의 부유한
친구, 푸틴 대통령과 연계된 정부 대리 기관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2010년 사업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오른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총리에게 학교 급식 공장을 안내하고 있다.
AFP 통신

와그너 그룹의 군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수단 등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그너 그룹이 등장하는 곳은
종종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의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있는 곳과 일치한다.

푸틴의 요리사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와그너 그룹의
설립자는 아니다. 와그너 그룹은 체첸 전쟁에 참전했고
GRU로 알려진 러시아 정보 기관에서도 활동했던
드미트리 우트킨(Dmitry Utikin)이 설립했다.
우트킨은 시리아에서 모란 시큐리티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2014년 사직하고, 자신의 전
호출신호였던 "와그너(Vagner)"에서 이름을 가져와
와그너 그룹을 설립했다. 이 이름은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바그너의 작품은 히틀러(Hitler)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프리고진은 와그너 그룹의 설립자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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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너 그룹의 군대를 활용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고진은 특별한
개인사를 갖고 있다. 그는 소련 법원에서 강도와 기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년 간 복역했다. 출옥
후에는 핫도그 노점을 시작했고 선상 레스토랑까지
열게 됐다. 거기서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총애를 얻었고, 이어 러시아 정부의 일에
관여하며 "푸틴의 요리사"로 알려지게 됐다.
터키의 통신사 TRT 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과거
소련에서 벗어나 1990년대 들어 새롭게 자본주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프리고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최초의 식료품점
체인을 시작했고, 곧 이어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다.
프리고진은 결국 푸틴의 측근이 되어 수익성이
좋은 대규모 군 및 학교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곧이어
건설과 기타 다양한 부문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했다.
프리고진과 러시아는 종종 시리아, 리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먼 곳에서도 공통 이해를 갖는다.
TRT 월드 연구소의 아루우케 우란 키지(Aruuke
Uran Kyzy)는 "한마디로, 지정학적 요충지에
프리고진의 회사가 있다는 것은 그의 상업적 야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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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러시아의 국익 추구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푸틴의 영향력 확대
작은 민간보안회사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와그너 그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일 것이다. 러시아의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국방 및
안보 기능을 보유하므로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 해외 등록 기업과 국영
기업은 민간보안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그너
그룹의 경우 어느 나라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와그너 그룹을 러시아
밖에 배치하여 국가가 군사 개입 시 따라오는 이목과
책임 없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활동

튀니지

러시아군의 아프리카 주둔 현황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협정

알제리

제안된 물류 기지
러시아 용병

리비아
4

지부티

말리

1

러시아산 무기 수입 비율(2009~2018년)

0~9%

니제르

수단
5

차드

2

부르키나파소

10~2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3

시에라리온

카메룬

가나

50~69%
적도 기니

아프리카 내 러시아의 영향력 작전
정치 활동 수준

감비아

1

1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기니

70~100%

우간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5

30~49%

낮음

이집트

케냐

르완다
브룬디

2
탄자니아

1

2

높음
앙골라

2

1

3

4

잠비아

5

모잠비크
짐바브웨

아프리카 내 러시아의 에너지 및 광업 활동

나미비아

4

광업

5

보츠와나

가스 탐사/추출
석유 탐사/추출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4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출처: 유럽의회조사처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대표적으로, 모잠비크 북부에서 있었던 이슬람
반군과의 전투처럼, 와그너 그룹을 아프리카 국가의
분쟁에 투입하여 참패를 당하더라도 러시아 정부는
외국 땅에서 자국 군인이 희생되었을 때 생기는 여론
악화를 견디지 않아도 된다.
러시아와 모잠비크가 모잠비크 북부에 풍부한 액화
천연가스를 러시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면서, 러시아인들이 모잠비크에 입국했다.
하지만 모잠비크 북부에는 이슬람 국가와 연계한
비교적 새로운 테러리스트 단체인 안사르 알수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우수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와그너 그룹이 이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투입되었으나,
와그너 그룹은 현지 지형에 무지하고 정부군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와그너 그룹은 곧 철수했다.
와그너 그룹은 모잠비크에서 실패했지만 와그너
그룹 대원들은 퇴역 군인이 아니라 전투 경험이 많은
전투원인 경우가 많다. 이 덕분에 러시아 정부는 곧장
전투에 투입 가능한 대원들을 사용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하게도, 와그너 그룹이 있는 곳에는
종종 프리고진의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공존한다.
프리고진의 에브로 폴리스 에너지 기업은 시리아의
국영 페트롤리엄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12월
AP 통신은 이 계약에 따라 에브로 폴리스가 유정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에서 발생한 수익 중 25퍼센트를
보장받고 이슬람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보도했다.
2019년 외교정책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알렉산더 라빈
(Alexander Rabin)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개입을 확대함에 따라 와그너 그룹이 프리고진의 투자를
보호하며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아프리카
국가로 수차례 비행한 것이 밝혀졌다. 수칸킨의 2020년 1
월 제임스타운재단 보고서 《러시아의 아프리카 쟁탈전에서
러시아 용병, 민간군사기업, 비정규군의 '하이브리드' 역할》
에 따르면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방문한 곳에는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기니비사우,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수단, 짐바브웨가 포함됐다.
수칸킨은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세 가지 공통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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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육

사용을 합법화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중국
국방 정책 및 군 현대화 선임 펠로우 메이아
누웬스(Meia Nouwens)에 따르면 2013년
중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보안 기업은
4000개로 증가하여 43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민간 보안 기업은
2017년에 5000개까지 증가했다.
누웬스는 2019년 중국 민간 보안 기업

민간군사보안기업으로
중국 공산당 자산 보호

및 일대일로에 대한 분석에서

포럼 스태프

설립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국제

일

"중국 민간 보안 기업은 특수한 조건에서
민간 보안 기업에 비해 서비스가 상당히

부 분석가들이 "중국의

다르다"며 "중국의 민간 보안 기업은

근육"이라 부르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군사보안기업은 중국

직원들이 비교적 젊고, 전투 시나리오에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며, 일대일로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해외 작전 시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자산과

일반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자산 건설에 투입된 중국인을 보호하는

않는다"고 밝혔다.

임무를 담당한다.
유라시아 리뷰 저널에 따르면 2013년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중국은 민간 보안 기업을 사용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해외 중국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중국 경제

일대일로를 발표한 후, 일대일로는

내에 중국 자본을 유지하려는 시 주석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 디플로매트는

아프리카의 80여 개국으로 확대됐다.

중국 민간 보안 기업의 또 다른 장점으로

중국이 지리경제 및 지리전략적 노력을

중국인이 구성원이기에 국가 기밀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보호하고 비즈니스 기밀을 지킬 가능성도

민간군사보안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높아지고 있다.
모던 디플로머시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 군대: 새로운 실크
로드 보호》의 저자 알레산드로 아두이노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납치, 살해,

(Alessandro Arduino)는 더 디플로매트에

해적 등 해외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고한 글에서 중국 민간군사보안기업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우려가

해외 입지는 비교적 약하며, 중국 법에 따라

커지고 있다. 모던 디플로머시의 보도에

해외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르면, 중국은 이미 과도한 팽창주의로

하지만 중국 민간군사보안기업의 활동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이 군사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아두이노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조치로 보여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있다. 언제쯤 외국에 나온 민간군사보안기업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을 통해 민간 보안

소속의 중국인 수가 지나치게 많은 수준에

계약을 체결하는 더 부드러운 대안을

도달할 것인가? 또 민간 보안 기업이 더

선택했다.

강력한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중국의 총기

유라시아 리뷰는 "중국은 현지 경찰을
통해 치안을 보장하고 싶겠지만, 호스트

규제법이 개정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아두이노는 이와 더불어 중국 민간 보안

정부 당국이 중국 근로자와 기업을 적절히

기업이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을 것인지,

보호할 수 없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을 수

또 중국이 명확한 행동 강령과 관련 교전

있다"고 보도했다.

규칙을 재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2009년 중국은 보안 및 경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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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혔다.

2018년, 와그너

그룹을 취재하기 위해
와그너 그룹이 현지
보안군을 훈련 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수단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 기자 3명이
살해됐다.
• 이들 국가는 사회 및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며,
•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천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다."
• 이들 국가는 모두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같은 식민지 강대국들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지만
러시아는 이들 식민지
강대국이 러시아의
개입을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칸킨에 따르면, 시리아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 부패와 내부 거래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비밀리에
국가 지도자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천연 자원을 받는
조건으로 군사 및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수칸킨은 "이러한 방법에
따라 수익의 일부는 관련
기업을 통해 러시아의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실상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인에게 분배된다"고
설명했다.
수칸킨은 2017년 말 러시아
용병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으로 파견됐다는 소문
이후, 프리고진과 관련된 두

회사, 로바예 인베스트와 M-인베스트가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의 자원 추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와그너 그룹은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FaustinArchange Touader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경호와
금광 보안도 담당했다.
그러다 2018년, 와그너 그룹을 취재하기 위해 와그너
그룹이 현지 보안군을 훈련 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수단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 기자 3명이 살해됐다. 2019
년이 되자, 러시아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표면적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러시아가 진출하여
영향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이고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러시아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제임스타운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소련이 사용한 "
군사 기술 협력" 모델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을
교묘히 악용했다. 2018년 8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러시아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진출을 확대했다.
제임스타운재단에 따르면, 먼저 2018년 3월부터 군사
훈련/컨설팅 계약에 따라 군인 5명과 "민간인 교관" 170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도착했다. 러시아는 성명을 발표해
부인했지만 이들 교관은 사실상 와그너 그룹 소속이었다.
둘째, 러시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무기,
탄약, 군용 차량을 비롯한 군사 및 기술 장비를 제공했다.
장비 대부분이 구형이었기 때문에 지원 대부분이
저렴하게 제공됐다. 제임스타운재단에 따르면 러시아의
목표는 이념보다 경제적 이익에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와그너 그룹을 이용한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20년 8월 지오폴리티컬 모니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80퍼센트
이상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다. 다니엘 식스토(Daniel
Sixto)는 "와그너 그룹은 군사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반군과 협력하여 현지 주민을 착취하고 있다"며 "와그너
그룹은 반군과 협력하여, 러시아 광산 회사가 반군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더 광범위한 목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는 리비아에서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
(Abdul Hamid Dbeibah)가 이끌었던 임시
정부인 국민단결정부의 전신이자 유엔이 인정한
국민통합정부를 상대로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 편으로 참여하여 분쟁에 개입했다.
리비아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 잠재력이 높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와그너 그룹을 취재하다 살해된
러시아 기자 3명 중 한 명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다. 로이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는
와그너 그룹이 리비아에서 지뢰와 기타 폭발 장치를
설치하고 때로 장난감에 폭발물을 숨겼다고 비난했다.
와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은 온라인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 국민을
상대로 하여, 하프타르 장군과 리비아의 전 독재자의
아들인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Saif al-Islam Gadhafi)
를 지지하는 온라인 영향력 캠페인의 배후에 와그너
그룹이 있다. 와그너 그룹은 2018년 마다가스카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 프리고진 또는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와그너 그룹의 해외
활동은 금전적 이익도 추구한다. TRT 월드에 따르면
와그너 그룹의 직원은 3개월 동안 100만 루블(미화 1만
6000달러)를 벌 수 있다. 이 금액은 러시아 군인이 받는
수입의 최대 10배에 달한다. 와그너 그룹의 지휘관은
이보다 최대 3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전사한 대원의
유족은 미화 약 5만 6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정보 컨설팅 업체 그레이 다이나믹스의 CEO
아흐메드 하산(Ahmed Hassan)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대외적 및 군사적
야망의 연장선으로 배치되며 그들에게 권위주의 정권은
그저 고객일 뿐이다"라며 "물론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
불만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와그너 그룹은
그러한 용도에 적합한 도구다"라고 말했다. o
이 기사는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가 발행하는 아프리카 디펜스 포럼 14권 3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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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골만 내
인신매매와의
전쟁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가 여성 및 아동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저자: 아나수아 바수 레이 차우두리(ANASUA BASU RAY CHAUDHURY/옵서버 리서치 재단
사진: AFP 통신

여

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인신매매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당국은 인신매매조직이 벵골만 지역
내외에서 더욱 깊숙이 침투하며 경로, 방법, 활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전 세계에서 피해자
대부분은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이며 이중 소녀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벵골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놀랍도록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이 강제 노동이나 노예제 같은 관행(상업적
성 착취 포함)을 위해 팔려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가 제한적이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용한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범죄의 인접 지역이자 중심 지역인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을 중심으로 벵골만에서 여성
인신매매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신매매가 강제 이주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어떻게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의
먹잇감이 되는가? 벵골만 지역에는 어떤 국경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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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메커니즘이 있는가? 하위 지역 조직으로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풍조 확립
유엔은 2000년 11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채택하고
2003년 12월 시행했다.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착취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글로벌
여성 인신매매 방지 동맹의 《부수적 피해:
인신매매 방지 조치가 전 세계 인권에 끼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사회적,
경제적, 범죄적 요인, 성별, 보건, 이주, 개발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현상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18년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확인된 피해자와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범의 수가 증가했다. 벵골만 지역의

인신매매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
중 여성은 59퍼센트, 남성은 41퍼센트다. 인신매매
목적별로 살펴보면 성적 착취(50퍼센트)와
강제 노동(49퍼센트)의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16년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의 피해자 중 67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이들 중 약 60퍼센트는 성적 착취에, 38퍼센트는
강제 노동에 이용됐다. 미얀마에서는 희생자

인도 뉴델리의 한
경찰서에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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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여성이었다. 태국에서는 성적 착취보다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더 많았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이들 두 나라에서는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의 수가 특히 많았고
인신매매범 중 대다수는 유죄 판결을 내린 국가의
국민이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신매매의 상당 부분이 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아시아 출신의 피해자는 40여 개국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주로 중동으로 보내지며, 서유럽, 남유럽,
북미에서도 소수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방글라데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출신 피해자 중
동남아시아로 매매된 경우도 있다.
한편, 파악된 피해자의 흐름과 규모가 다양한
것은 동아시아의 인신매매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에서 북미,
중동, 서유럽, 중앙 유럽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특히
관련성이 높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 인신매매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태국으로 보내진다.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지역 집중 조명
분석가와 당국은 인신매매의 지역적 패턴에 따라 일부
국가를 출발지로,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예컨대 인도는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경유지이기도 하며, 여성과 아동이 인도는 물론
전 세계로 매매되는 중개지다. 한편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순수한 출발지로 분류될 수 있다.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인도의 인신매매 공급원으로 각각 2.17퍼센트와 2.6
퍼센트를 차지하며 인도의 2대 인신매매 공급국의
자리를 지켰다. 저스티스 앤 케어가 인도 국경 보안군과
협력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2
세부터 30세 사이의 방글라데시 여성과 아동 약 50만
명이 불법적으로 인도로 보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만 5000명의 네팔인(남성
1만 5000명, 여성 1만 5000명, 아동 5000명)이 인도로
매매됐다고 보고했다.
인신매매와 싸우는 비정부 기구들은 매일 약 50명의
여성이 네팔에서 인도로 매매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강제 노동에 팔려가는 네팔 피해자는 종종 미얀마와
스리랑카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이송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얀마 라킨에서 이웃 방글라데시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탈출했다. 그런데 이들 난민 중 상당수의
여성과 소녀들이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성매매 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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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여성과 아동은 물론 이동 중인 로힝야족을
납치하고, 강제 결혼을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팔아넘긴다. 일부 피해자들은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신매매범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족 소녀들을
치타공과 다카로 옮긴 후, 네팔 카트만두와 인도 콜카타로
보내 성매매를 시킨다. 일부 인신매매범들은 피해자들을
인터넷에서 거래하기도 한다. 일단 다른 나라로 매매되면
피해자들은 권리를 잃고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다. 일부
피해자는 이주 노동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창가로
접어들고 만다. 여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고용을 보장받을 인가된
안전한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주는 법적 문서나 인가된 문서
없이 이루어진다. 인신매매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9
세부터 25세 사이의 미숙련 여성 노동자들이다. 스리랑카
변호사 겸 인권 운동가 라드히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가 작성한 유엔 여성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와 이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교차점에 대해
중요한 지표를 제공했다. 이주와 인신매매가 늘어난
것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였다. 문맹, 빈곤, 계급
충돌, 자연 재해, 정치 및 민족적 불안으로, 소외 집단의
취약점이 커지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더욱 쉽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국경 간 법적 메커니즘
최근까지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회원국 정부는 국경
간 인신매매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대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맞서고 있다. 그중에서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라일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행과 집행
문제가 존재한다.
• 양자 대응
2015년 방그라데시와 인도는 양해 각서를 채결하고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양해
각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의 확대, 본국 송환, 합동
태스크 포스 창설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주력한다. 인도는
미얀마와 네팔 등 다른 이웃국가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2019년 11월, 인도 내각은 피해자 구조, 회복, 송환,
재통합을 포함하는 미얀마와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양자 협약을 승인했다. 태국에서는 사회 개발 및 국민
안전부, 경찰, 이민국, 법무부,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미얀마 경찰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미얀마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미야와디 수용 시설을 통해 미얀마
피해자의 본국 송환을 지원하고 처리하고 있다.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접근 방식
2002년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은 인신매매 방지 협약을
체결하며 국경 간 인신매매 및 미등록 이주와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약은 지역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개입하는 초석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 일례로 이 조약은
인신매매를 성매매에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좀 더 확대돼야 한다.
•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의 역할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평화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테러 및 국제 범죄와의 싸움을 꼽았다. 2005년 12
월 다카에서 열린 제8차 장관 회의에서 인도의 주도
하에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테러 및 국제 범죄를
우선 분야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합동 실무 그룹이
설립되었고, 그 아래 정보 공유(스리랑카), 테러 자금 조달
(태국), 법률 및 집행 문제(인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거래 방지(미얀마) 등의 4개 하위 그룹과 담당 국가가

지정됐다. 2021년 2월 일어난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서 미얀마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2009년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국제 테러리즘,
국제 조직 범죄, 불법 마약 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조약을 채택했다.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르는 회원국은 국제 테러리즘, 국제 조직 범죄, 전구체를
비롯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와의 싸움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인신매매나
미등록 이주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조약은 부탄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비준했다.
부탄은 원칙적으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제에
동의한다. 부탄은 이미 인도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차원에서 수립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제안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자국 내의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집단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별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사법 대응의 수준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6년 남아시아 국가의 유죄 판결

네팔 경찰관이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과 소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IPD FORUM

53

비율은 인구가 많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으며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의 상황도 비슷했다.
연안 지역의 정부들이 벵골만 지역에 인신매매 조치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지만 인신매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경
검문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신매매 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질적인 정보로 전파하고 이주
경로에 따라 난민, 국내 유민, 지역 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촉진하는 데
국제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2018년 보고서에서 "국제 사회는
역량과 협력을 구축하고 특히 분쟁 상황과 끔찍한
인신매매가 어둠 속에서 계속되는 모든 사회에서
인신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진전을 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위태로운 사회경제적

한다. 인신매매를 욱 종합적인 관점으로 정의하여
국경 간 미등록 이주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해야
한다.
가능한 국경 간 협력을 위해 회원국은 인프라
및 제도 연결을 강화하여 규칙, 규정, 정책을
융합하고, 테러 및 국제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 피해자의 관점 이해
인신매매범이 물리적 폭력과 기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피해자도 학대와 기만에
의해 그러한 상황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인신매매
담당 기관은 피해자의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성적 착취가
일어나는 종종 복잡한 상황과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로힝야족을
인도네시아로
밀입국시킨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들이
앉아 있다. 보트를
타고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은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피해자다.

조건이나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이 이웃국가로 이주하고, 부정한 일자리 제안을
수락하거나 착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부정한 결혼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무력 충돌은 폭력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지역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도
인신매매범들은 강제 이주, 소득 창출 기회 부족, 차별,
가족 분리로 인해 특히 취약한 지역 사회를 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분석에서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지역의 인신매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더욱 종합적인 관점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테러 대응 및 국제
범죄 부문에서 더욱 집중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채택하여, 인신매매의 모든 관련 분야를 처리해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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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정보 교환
인신매매의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해, 회원국 사이에
정보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는다.
벵골만 지역의 국가 대부분이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가입하고 적절한 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정서 조항을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인신매매 흐름에 영향을 받는 이웃국가들이 공통
책임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지원하면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비정부 기구 및 국제 기구 참여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여전히 건재하지만 국제
협력과 국가 사법 조치를 통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비정부 기구와 국제 기구를 비롯한 이
분야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끊임없는 대화해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 성차별, 이주, 노동 문제 해결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는 지역 내 미등록 불법 이주와
연계되어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자국 국경 너머 국가의 경제 성장,
상대적 번영, 평화를 꼽을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수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젊은 여성은 지시를 잘 따르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발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성차별, 이주,
노동 문제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아동 인신매매 방지
아동 인신매매는 시급한 사안이다. 취약한
아동을 착취하는 패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난민 수용소처럼
인신매매 위험이 높은 환경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아동 인신매매 방지 개입 교육을 포함하면
효과적으로 아동 인신매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네팔 카트만두에서 샥티
사무하 안전 가옥의 주민들이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비공식 교육에 참가하고
헌장과 법 규칙 제정의 마무리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단계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시작한 단체인 샥티 사무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문제를 최우선 의제에
대상으로 법률 상담, 직업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 보호소 제공, 치료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등을 제공해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황은 엄중하다.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의
인접 지역에서 국가 정부와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협력하여 즉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테러 및 국제 범죄와의
싸움을 지역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에 소속된 국가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종합적인 관점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o
본 기사는 옵서버 리서치 재단이 2020년 11월에 처음 발표한 내용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원본 보고서: https://www.orfonline.org/research/strengthening-anti-humantrafficking-mechanisms-in-the-bay-of-bengal-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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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유지와
인권의 통합
나미에 디 라자(NAMIE DI RAZZA) 박사 및 제이크 셔먼(JAKE SHERMAN) 박사/국제평화연구소

유엔, 작전 강화를 위해 주요 부문의 준비 태세 증진

개

개혁을 추진하여 유엔 평화 활동의 성과와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엔 사무국과 군 및 경찰 기여국은
현장에 파견된 대원의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화 유지군은 유엔 원칙, 가치,
기준, 정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전문성, 훈련, 장비, 사고방식을 갖춰야 한다.
평화 유지군의 작전 준비 태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서 승인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유엔 평화활동부와
야전지원부는 2015년에 작전 준비 태세 보장 및 성과
개선 정책은 물론 관련 지침을 개발했다.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 전반적인 성과에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평화유지구상의 "공통 결의 선언"에서
회원국과 유엔 사무국은 평화 유지 활동이 민간인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효과적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대원 및
역량의 배치 전 준비를 진행하고, 기존 인권 심사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더불어
회원국은 "투입 예정 대원이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유엔 복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증"하기로
약속했다.
본 기사에서는 작전 준비 태세를 보완하여 평화
활동을 더욱 효과적이고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 평화 유지군의 인권 준비 태세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유엔 평화 활동의 맥락에서 인권 준비
태세는 군 및 경찰 기여국이 제공하는 대원이 임무의
인권 요소를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비롯하여 인권을 계획과 작전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도록 준비하고 의지를 갖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네팔 평화 유지군이 몽골에서 미국 해병대와 함께 호송 작전을 훈련 중이다.
발린다 오닐 드레셀(BALINDA O'NEAL DRESEL)/미국 주 방위군

기존의 유엔 정책 프레임워크, 기준, 구상에 기반한
이러한 준비 태세는 대원들이 평화 활동 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준비 태세는 유엔 헌장과 유엔 정책에 따라 임무 시
인권을 증진하고 발전시킬 의무는 물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엔이 제공하는 지원도
포함한다.

네팔 육군이 진행하는 국제 평화 활동 훈련 중 네팔 군인들이 다른 나라
군인들과 함께 대열을 이루고 있다. 에이프릴 데이비스(APRIL DAVIS) 하사/미국 육군

평화 유지군의 인권 준비 태세는 군 및 경찰
기여국과 유엔이 보장하며, 이들은 대원들의 양성,
작전 구성, 평가에 인권 및 인도주의 법을 통합하여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훈련
및 장비 요건, 인증, 심사 및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부대 편성 및 배치 전 과정을 안내하는 정책,
표준 운영 절차, 메커니즘에 법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권 준비 태세는 법과 실무에 책임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대원들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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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평화 유지군이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의 부나가나 외곽에 있는 유엔
이동식 작전 기지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AFP 통신

포함한다. 본 기사에서는 인권 준비 태세의 기회와
격차를 분석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고 현장
업무에 통합하기 위한 준비, 능력, 역량, 다짐을
포함하여 평화 유지군의 인권 준비 태세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포괄적인 인권 준비 프레임워크는 대원의 배치
전, 배치 중, 배치 후 인권 고려 사항을 작전 구성과
절차에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본
기사에서는 부대 편성, 배치 전 평가, 훈련을 통해
대원들을 준비시키고 배치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초점을 두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서의 인권
유엔 평화 활동에 인권 관련 내용이 명시되었든 혹은
되지 않았든, 인권은 임무의 핵심을 구성한다. 모든
다차원 평화 유지 활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평화
활동에는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한 인권 증진 및
보호, 분석 및 보고, 국가 인권 기관과 시민 사회를
포함한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조기 경고, 민간인
보호, 정부의 전투 면책 지원을 포함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많은 평화 활동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목표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인권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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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군, 경찰, 민간 요소의 통합 노력에
의존한다. 이러한 활동에 인권 관련 권한이
명시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평화 활동 맥락에서 민간인 보호는 물리적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인 보호는 생명권과 신체적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업무와 인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람들을
생명권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긍정적인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간인 보호는 대화 및 참여,
물리적 보호 제공, 보호 환경 구축의 세 단계를 통해
추진된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인권 활동에는 학대
관련 조사 및 모니터링, 국제 인도주의 법에 대한 인식
개선, 무처벌과의 싸움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민간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 위협을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는 데 기여한다. 국제법에 기반을 둔
유엔의 민간인 보호 정책은 민간인 보호 의무를 "법적
프레임워크의 조항과 정신에 따라 구현돼야 할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 인권법, 국제 난민법, 관련 기준의
가장 심각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권 담당관과 군 및 경찰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무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성과 관련 도구 및 비교
이점을 활용하여, 민간인 보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민간인 보호와 인권에 대한 임무별 의무 이외에도
모든 유엔 평화 활동과 유엔 대원은 인권 기준과
국제 인도주의 및 난민법을 준수하고, 임무를
수행할 때 유엔 인권 원칙을 지킬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유엔 기본 교리는 "국제 인권법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규범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부분"
이라고 명시하고 "군, 경찰 또는 민간인 등 유엔
평화 유지군 대원은 임무가 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정책 문서는 인권이 평화 활동의 중심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011년에는 유엔 정책에 따라 특수 정치
임무와 평화 유지 활동을 포함한 모든 평화
활동에 인권 통합이 관리되기 시작했다. 정책에
따라 인권 관련 의무가 없는 임무도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증진해야 하며, 의무를 실행하며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지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은 임무
구성요소와 부문의 역할을 기능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021년 4월 스리랑카군이 말리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위해 떠나기 전 열병식
중 행진하고 있다. AFP 통신

부대 편성 시 인권 준비
평화 활동에 대한 고위급 독립 패널의 권고
사항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유엔 대원은 유엔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여국의 인권
기록과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원 선별부터 선정까지 부대 편성 과정 시
인권이 고려된다. 파병된 평화 유지군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준비가 된 후보자를 우대하는 것보다 공식 정책
및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대 편성 과정에는 평가 및 자문 방문, 운영
자문 방문(옵션), 배치 전 방문 같은 기여국 방문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문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파견된 각 부대의 작전 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및 자문 방문은 부대가 편성되기
전에 실시되며, 훈련 및 부대 유지 능력 면에서
평화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의 준비 상태를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방문 시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한 대원의 능력, 행동, 규율도 평가할 수
있다.
유엔 군무실이 주도하고 통합 교육 서비스 및 운영
지원 부서가 참가하는 군 부대 대상 배치 전 방문은
국가 역량을 확인하고 기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으며 이전보다
강화된 배치 전 방문에는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군 기술
검증이 포함됐다.
군무실은 이러한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개정된
유엔 보병 대대 교범에 따라 보병 부대의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과업, 조건, 기준을 검토했다. 놀랍게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군 및 경찰 기여국에 대한
운영 준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이 군 부대의 작전 준비 태세를 구성하는 매개
변수 중 하나로 언급되지만 인권 전문가가 이러한
자문 및 배치 전 방문에 체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방문은 종종 훈련 및 장비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군 및 경찰 기여국이 유엔 정책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작전 준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검사 활동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배치 전 훈련 중 인권에 대한
기본 교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인권 준비
태세를 반드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임무 수행 평가를
통해 특정 부대의 평화 유지 임무 중 인권 활동에
간극이 나타나면, 이론적으로는 다음 배치 전 방문에
포함해 기여국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인권 준비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지 지켜봐야 한다.
유엔 관계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인권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이며, 외교 문서와 자체 평가 요건에
명시된 기준 이외에 군 및 경찰 기여국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또한 상당한
교육과 수많은 문서를 비롯하여 부대를 편성하는
기여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인권 준비 태세에
대해 또 다른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고자 하는
바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민간인 보호는
최근에서야 군 사령관의 부대 평가에서 확대된
상황이다.

배치 전 교육: 국가 책임
회원국은 유엔 평화 유지군에 배정된 군인과 경찰의
배치 전 교육을 담당한다. 군 및 경찰 기여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평화활동부의 통합 교육
서비스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포함하여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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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확보한 실질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또한 통합 교육 서비스는 국가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모바일 교육팀과 대원들에게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는 군 및 경찰 기여국 강사를 위한
강사 교육 과정 등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회원국의
교육을 지원한다.
인권 내용을 포함하는 모듈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전문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교육에 자주 참여한다. 유엔의 핵심 배치
전 교육 자료는 군과 경찰 대원이 유엔의 평화
유지 원칙, 지침,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교육 자료에는 일반, 전문, 임무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주의법 개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유엔
평화 유지군의 의무,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시 여성 및
아동의 권리와 민간인 보호를 비롯한 인권 관련 필수
과제 등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모듈도 포함한다.

배치 전 교육과 임무 교육의 간극
현재의 평화 유지군 교육 체계는 임무 수행 시 인권
지원 방법보다 규범적인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원의 인권 인식 향상은 종종 인권 규범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군이 계획
및 작전에 인권을 통합하고 임무 중 인권 담당자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부 군인은 인권 문제를 인권
담당자가 전담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화 유지 활동의 기반인 규범적인
프레임워크와 군이 수행하는 인권 관련 임무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나아가 민간인 보호와 인권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유엔 교육 및 인권
담당자는 기존 교육 관행과 방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법이 활동 고려
사항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현행 교육은 관련 법률, 규범, 정책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다루지 않으며, 인권 담당자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현행 교육은 인권 지식을 일상 활동에서 실천하도록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서 국제
인권법 및/또는 국제 인도주의법에 대한 교육을 몇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평화 유지군
훈련 중 필리핀군이 가공의 유엔
식량 배급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존 다이어(JON DYER) 중사/미국 공군

시간 추가한다고 해서 교육 효과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전문가들은 지휘관과 장교를 중심으로
회원국이 모든 군과 경찰에 제공하는 종합 교육에
평화 유지 맥락과 광범위한 민간인 보호 차원에서
인권 이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치 전
훈련은 기본 기술 훈련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과정에 인권 원칙과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늦은 처사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역사적 성찰과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기본 훈련의 목표(탈민감화,
살상 저항 파괴, 부대 단결, 명령 복종)는 국제 인권법
교육의 많은 목표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도주의법도 상황이 비슷하다.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법 교육이 일반 군 및 교육 과정에
유의미하게 통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군 및
경찰 기여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인권 관련 법 교육을
통합하면 반복 노출과 연습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무 전반에서 인권 준수
인권 보호와 증진은 1991년 유엔 엘살바도르
옵서버 임무에 포함된 이후 평화 유지 임무의 필수
기능이 됐다. 이런 면에서 인권 요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권 보호는 민간 인권
담당관뿐만 아니라 군 및 경찰 요소를 아우르는

임무 차원의 책임이다.
유엔은 평화 유지 활동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유엔 대원의 인권 준비 태세와 유엔의
신뢰성, 평판, 인권 침해 예방 의지는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평화 유지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유엔과
회원국은 대원들에게 인권 책임을 이해시키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교육하고, 인권 요소가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대 편성과 준비 시에는 인권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대중에 대한 평화 유지 활동의 책임과 유엔
파트너의 신뢰성도 강화해야 한다. 인권 준비 태세는
군 및 경찰 기여국의 인권 기준과 관련된 기존 활동
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작전 준비 태세와
마찬가지로 인권 준비 태세는 평화 활동의 모든 관련
요소에 참여하는 군 및 경찰 기여국과 유엔 사무국의
공동 노력이다.
유엔 평화 활동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인권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군 및 경찰 기여국과 유엔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대는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을 고려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원들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o
나미에 디 라자 박사는 국제평화연구소에 합류하기 전에 유엔 평화 활동 및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제이크 셔먼은 국제평화연구소의 프로그램 선임 이사 겸 국제평화연구소 산하 브라이언 어쿠하트
평화작전센터 소장이다. 본 기사는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2020년 4월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전문: https://www.ipinst.org/2020/04/integrating-human-rights-into-operationalreadiness-of-un-peacekee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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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제1차 쿼드 정상 회의가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퇴역) SB 아스타나(S B ASTHANA) 전 소장/인도 육군

2

021년 3월에 열린 4자 안보 대화(쿼드)
정상 회의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정상 회의 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등 쿼드 회원국이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강압에
제한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건강한 인도 태평양을 지향하는 쿼드를 중국이
자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쿼드가 결속력을 구축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이러한 바람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 회의에서 쿼드
지도자들은 3개 실무 그룹을 통해 중요한 의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무해한 의제와 분명한 메시지
쿼드는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뿌리를
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항목은 인도가 제조 중심지 역할을
하고 나머지 나라는 지원하여 2022년까지 백신 10억
개 이상을 생산하기로 한 코로나19 공동 대응
노력이었다. 나머지 두 실무 그룹은 새로운 중요
기술과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의제는 무해해 보였지만 쿼드의 첫 번째 정상
회의에서 항행의 자유 그리고 쿼드 회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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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국의 "공세"와 "강압" 같은 사안이 연결된
것을 중국은 놓치지 않았다. 정상 회의 기간 중
아무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자국이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가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한 것을 무시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를 계속
강압하며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이 쿼드 정상 회의를 "선택적
다자주의"와 "코로나 정치"라고 부르며 반응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백신 협력으로 중국이 수익을
독점하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쿼드가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 목록에는 사이버
공간, 테러 대응, 양질의 인프라 투자,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사이버
공격과 세계보건기구의 투명성 결여처럼 중국이
개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법치, 항행의 자유,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을
지지하겠다는 쿼드의 주장에 중국은 좌절했다.
중국은 글로벌 타임스 신문을 통해 정치 선전을
퍼부으며, 인도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와 상하이 협력 기구 같은 단체의
"부정적인 자산"이며 중국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문제와 간극
중국은 4대 민주주의 국가의 협력에 큰 벽이
있다고 전 세계가 믿기를 바란다. 하지만 쿼드는
발전하면서 그러한 벽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2021년 3월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당시 일본 총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이 연 쿼드
가상 정상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2021년 3월 시드니에서 열린 가상 정상 회의에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왼쪽부터) 인도, 미국, 일본 정상과 함께 참석
중이다.
AP 통신

보인다. 인도는 아프리카와 걸프 국가가 접하고 있는
서부 인도양에 주로 집중하는 반면, 나머지 인도
태평양 지역은 쿼드 4개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정의와 핵심 지역은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다.
통신 호환성과 안보 협정, 기본 교류와 협력 협정
등 인도와 미국이 체결한 기본 협정은 물론, 합동 해군
훈련을 통해 인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 동맹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동하는 나머지 쿼드 회원국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했다.

인도는 쿼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육상 국경을 접하며 수십 년 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긴장과 친화 사이에서 요동치게 함으로써 쿼드
회원국 사이에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도클람과 라다크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후 인도는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로써 인도의 입장도
비교적 명확해졌다. 각 쿼드 회원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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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뉴델리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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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가 최소화된 탄력적인 공급망과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으로 아세안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쿼드 회원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세안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면 아세안을 쿼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부 아세안 회원국(
필리핀, 베트남)은 때로 중국의 공세에 대해
미약하게 저항하며, 자국이 중국을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모험주의를 견제해주길 기대해왔다. 그렇게
중국은 남중국해와 아세안 지역을 꾸준히
침략할 수 있었다. 중국은 타국을 상대할
때 언제나 양자 관계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과의

개별 관계에서 양자 합의를 통해 쿼드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쿼드의 진화는 계속될 것인가?
쿼드는 2004년 인도양에서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를 위해 쓰나미 코어 그룹을 결성하며
부상했다. 쿼드는 일련의 말라바르 다자간
해군 훈련을 통해 해적 방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기타 해양 임무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개발했다. 쿼드 회원국은
"사람, 상품, 자본, 지식이 자유롭게 흐르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쿼드는 인도 태평양에서 쿼드가 중국의
모험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쿼드가 합동 군사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쿼드는 특정 국가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외교적 노선을 선택한 바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 지역인 라다크를 점진적으로 차지하는
전략을 취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거나 국경 분쟁 중인 국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계에도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 중국은 해양 지형과 환초를 군사
기지로 전환하고 다른 국가에 이들을
섬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해양법협약을 적용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
호수"로 바꾸고 있다.
중국의 침입은 국제 해양 통신선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남중국해에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등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항행의 자유 제한이나 법치 위반은
쿼드의 지지 아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제재해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구현하는 것은 규칙에 기반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쿼드
회원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상황으로, 미국도 비준하여 도덕적 기반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여 남중국해의 중국 인프라를
해체하지 않을 거라고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해군력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쿼드는
말라바르 훈련을 넘어 해양 역량 구축 형태로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과 용량을
개선하여 중국에 민감한 요충지를 확보해야
한다. 쿼드는 군사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직과 사무국이 필요하다.
쿼드가 나아갈 길
코로나19 백신은 일본과 미국이 자본을,
오스트레일리아가 물류를 제공하여 인도에서
제조될 예정이다. 쿼드는 의료, 과학, 금융,
제조, 중요 신기술, 미래 역량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기술 공유와 역량 구축도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모두 시행한다면,
쿼드는 효율적인 집단이 될 것이다.
중국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쿼드 회원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와 군사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전략적
상황이 악화되면 이른바 유엔 해양 군사
옵서버 그룹을 배치하여 항행의 자유 임무에
배치된 많은 전함 사이에 우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상 회의에서 쿼드는 앞으로 쿼드를
확대하겠다는 암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태평양이 세계 경제 및 제조 중심지가
되면서 쿼드에 가입하려는 국가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유연성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영국, 기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국가의 해군 지원도 평화를 파괴하려는
국가를 억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형식의
쿼드는 중국의 모험주의를 견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쿼드가 중국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잠재력을 보유한 것은 확실하다.
중국의 반응은 쿼드가 중국을 지목하지
않고도 중국의 주의를 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o

인도 육군 호송대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라다크의
산길을 지나고 있다.
인도는 쿼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AFP 통신

전 인도 육군 소장 SB 아스타나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 탱크인 인도 연합
연구소의 수석 교관이다. 그는 전략 및 안보 분석가이며 뛰어난 보병 장군으로서 40
년 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내 및 국제 임무를 담당했다. 본 기사는 2021년 3월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온라인에 처음 발행된 것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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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제정 및 질서 재확립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
응우엔 탄 트룽(NGUYEN THANH TRUNG) 박사 및 르 응옥 칸 응안(LE NGOC KHANH NGAN)

2

021년 9월 1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영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선박은 해양 당국에
통보하고,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중국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2021년 2월
중국 정부는 중국 해안 경비대에 중국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국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이
두 법안은 연안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영유권 분쟁 수역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광범위하게 확대해왔다. 1992년 중국이 통과시킨
영해 및 인접 지역에 관한 법률도 영해와 기타 수역을 측정하는
기준선을 정의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며 다른 나라의 분노를
샀다. 중국은 직선 기준선 방법을 적용하여 중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섬 사이의 기점을 연결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풀림으로써, 국제법에 따라 해당 수역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했다.
중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국내법을 통해 지역
국가들의 영토와 주권을 침범하고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영토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해안 경비대법 제12조에
따르면 중국 해안 경비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주권, 해양 이익, 인공섬, 시설, 건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해안
경비대는 제20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해역, 섬, 암초에 건설된
외국 건물, 구조물, 부유 장치를 철거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도선 구역을 항해하고
정박할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외국 선박의 범주를 결정하여
해상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도 영유권 분쟁 지역에 도선 구역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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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일본과
해상교통안전법과 해안 경비대법은
미국의 해안 경비대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체 사법
고속정이 동중국해를
절차를 통해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통과하고 있다.
야심을 뒷받침한다.
AP 통신
중국은 모호하게 정의된 법적 용어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상태를 해석한다.
해안 경비대법 제74조는 "중국 관할 아래
있는 수역"을 정의하며 "기타 수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쟁
수역과 1992년 영해법에 따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새로운 해상교통안전법은 집행 강도,
범위, 새 법안의 시행될 지리적 지역에 대해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해양 규칙과 규범을 구축하는 데 국내법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해안 경비대법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분명하다. 이 법은
중국이 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중국은 공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짐에 따라 법적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자국이 관리하는 지역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의 2020
년 국방비는 미화 25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은 이 예산을
사용해 지역 해군과 사법 기관을 압도하는 해군 함대와 위장
민병대 선박을 구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게 약소국의
선박이 자국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고, 이에 지역 국가와 규칙을 따르는 국제 사회는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
응우엔 탄 트룽 박사는 호치민시 베트남 국립대학교 사회과학 및 인문학 대학의 사이공 국제학 센터
소장이다. 르 응옥 칸 응안은 사이공 국제학 센터의 연구 펠로우다. 본 기사는 2021년 9월 27일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파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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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3월 태국 남부 나라티왓주의 출라포른 캠프에서 열린 훈련 중 태국 해군이 상륙함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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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 통찰력.

온라인.

www.ipdefenseforum.com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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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앱을 다운로

하십시오!

지역에 따라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거진 무료 구독
매거진 무료 구독:
www.ipdefenseforum.com/subscribe
주소: IPD FORUM Program Manager
HQ USINDOPACOM, Box 64013
Camp H.M. Smith, HI
96861-4013 USA

다음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이름
▶ 직업
▶ 직책 또는 계급
▶ 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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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