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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데 본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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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및 
간섭

46권, 1호, 2021년

독자 여러분께

영
향력과 간섭을 집중 

조명한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강대국 경쟁 

시대에 인도 태평양 곳곳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영향력 활동을 알아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과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려면 

유익한 영향력과 유해한 영향력을 

구분하고, 유해한 영향력이 

간섭의 문턱을 넘어설 때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섭은 국가가 은밀하고,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시민 과정에 영향을 끼쳐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해칠 때 발생합니다. 감시 

및 통제용 애플리케이션 같은 기술이 영향력 및 간섭 작전에 점차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국가 주권을 침해하며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의 영향력과 간섭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 포럼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및 간섭 작전이 지역과 세계에 

어떠한 해를 끼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첫 기사는 중국 공산당 간부와 

대리인이 어떻게 국제 기구의 핵심 수장 자리를 차지하여 중국 공산당 의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기사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내러티브를 장악하기 위해 추진한 캠페인이 어떻게 역풍을 

맞고, 캠페인 대상들이 어떻게 공산당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됐는지 살펴보고,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도록 

압력을 받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또한 이번 호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작전과 그 너머의 공격성과 단호함을 

차단하기 위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애슐리 타운센드와 데이비드 산토로 

박사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 사이에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억지 및 강압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더불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유행병과 같은 미래 위기에 대응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벗어나 복원력을 구축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번 호가 영향력과 간섭에 대한 지역 내 대화를 촉진하기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을 포럼 스태프 이메일  

ipdf@ipdefenseforum.com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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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타운센드(ASHLEY TOWNSHEND)는 시드니 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대외 정책 및 국방 소장 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태평양 억지 

대화의공동 의장이다. 국제 안보 및 전략 업무를 담당하며 동맹 및 

파트너십, 해양 안보,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로위 국제 정책 연구소, 시드니 대학교, 상하이 

푸단 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전략 및 국방학 연구소에서도 근무했다. 

옥스퍼드 대학교, 베이징 대학교, 파리 정치학 연구소, 시드니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데이비드 산토로(DAVID SANTORO)는 태평양 포럼 부단장 겸 핵정책 

이사이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태평양 억지 대화의 공동 

의장이다. 전략 및 억지 문제는 물론 핵 확산 방지 및 안보를  

전문으로 하며 인도 태평양과 유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영국에서 핵 정책 문제를 작업했다.  

2010년에는 뉴욕 대학교 국제 협력 센터 방문 연구 펠로우를, 2010-2011년에는 

런던 국제 전략 연구소 스탠튼 핵 안보 펠로우를 역임했다.  16페이지에 등장

기고자IPDF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는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다. 동아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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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다수의 동유럽 국가, 구 소련에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연구 관심 분야는 중국의 대외 및 국내 정책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포함한다.  36페이지에 등장

알렉산더 코롤레프(ALEXANDER KOROLEV)는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정치 및 국제 관계 선임 강사다.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고등 경제학 대학원 아시아학 연구소 정치학 조교수와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아시아 및 세계화 연구소 연구 

펠로우를 역임했다. 난카이 대학교 저우 언라이 정부 대학원에서 국제 관계학 

석사 학위와 홍콩 중문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 이론 및 비교 정치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내 

중국 러시아 미국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44페이지에 등장

드루 닌니스(DREW NINNIS)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참모총장의 

연구 및 연락 자문이다. 정보 분석가 및 국방 역량 개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3년 조지 C 마샬 유럽 안보 연구소의 응용 안보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19년에 마샬 센터 동문 펠로우가 됐다. 연구 관심 분야는 주요 강대국의 

미래, 윤리, 인공 지능을 포함한다.  48페이지에 등장

전 미국 육군 대령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은 미국 

육군에서 30년 복무한 후 2011년 특수작전부대 대령으로 전역했다. 

마지막 임무로는 국립전쟁대학교에서 국가 안보 전략 교수로 활동했다. 

전문분야는 중국, 군사 및 정치 세력, 북한, 미국 국방 정책 및 전략이다. 

독일과 한국은 물론 워싱턴 포트 루이스 특수작전부대, 한국 서울,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에서 다양한 지휘 및 참모 임무를 수행했으며 인도 태평양에서 

총 20년 이상 복무했다.   56페이지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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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 6월,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한 국경 
충돌로 중국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인도 
정부는 판매자들에게 국영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를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2020년 6월 30일 뉴델리 시위 
중, 인도 기자가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인도 정부는 6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이마켓플레이스 포털의 사용자 요건 변경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중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 발표의 목적이 중국산 제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성명서는 포털에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필터를 도입하여 정부나 기관이 
최소 50퍼센트 현지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가까운 압력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에 새로운 
규칙을 민간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집권 바라티야 자나타당의 지도 기구인 라시트리야 

스와얌세바크 상의 경제부는 2020년 6월 말 조치가 
중국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마존 
같은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시트리야 스와얌세바크 상의 연계 조직인 
스와데시 자그란 망의 공동 의장 아시와니 마하얀
(Ashwani Mahajan)은 "정부는 규칙을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해당 포털은 목표와 달리 많은 기업들이 
사무용 가구, 컴퓨터, 에어컨,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중국산 수입품을 판매하는 데 잘못 이용되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내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내 판매자들이 포털을 통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고 판매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두 정부 관계자는 인도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중국과 
기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약 300가지의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2

중국 제품의 대정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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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스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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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평양 국가 팔라우가 자국 영토에 군사 기지를 
설치해달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팔라우가 위치한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점차 커지는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응하고 있다.

2020년 9월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은 
팔라우를 방문하고 중국이 인도 태평양의 "안정을 해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마스 레멩게사우(Thomas Remengesau) 팔라우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미국군이 필리핀 동쪽 약 150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팔라우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방부 장관에 보낸 서신에서 "팔라우가 미국군에 
요청하는 것은 간단하다. 공용 시설을 건설하고, 주둔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신에서 인구 2만2000명의 팔라우는 지상 기지, 
항구 시설, 비행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레멩게사우 대통령은 미국 해안경비대를 팔라우에 주둔시켜 
팔라우가 감시하기엔 너무 넓은 바다를 순찰하는 데 도움을 줄 
것도 제안했다. 팔라우는 독립 국가지만 군대가 없고 미국이 
자유연합협정을 통해 팔라우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미국군은 팔라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팔라우에 영구 주둔하고 있지는 않다.

레멩게사우 대통령은 "협정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팔라우에 
미국의 영구 기지를 세워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핵심 
산업인 관광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라우에 미국군 
기지가 들어서면 미국군의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라우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타이완의 4대 태평양 동맹국 중 하나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과 수교한 
태평양 동맹국을 중국 편으로 되돌리려 시도해, 2019년에는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를 설득하여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게 만들었다.

팔라우가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자 중국은 2018년 중국인의 
팔라우 방문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뉴질랜드 매시 대학교의 태평양 안보 전문가 안나 폴스
(Anna Powles)는 "레멩게사우 대통령은 이것을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팔라우의 심각한 관광 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 
경제 해법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멩게사우 대통령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에스퍼 
장관에게 "안정을 해치는 주체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여 작은 
섬국가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기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FP 통신

작

미국, 중국의 영향력 확대 속에

군사 기지 건설 환영

여론 조사 결과  

타인완인은 중국인으로서 
정체성 없는 것으로 드러나

020년 5월 발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 국민 중 
3분의 2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타이완을 통제하려는 중국이 당면한 과제가 

부각됐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퍼센트는 자신을 

타이완인으로, 28퍼센트는 타이완인이자 중국인으로, 4퍼센트는 
중국인으로 보고 있었다. 2019년 말 15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 
여론 조사의 오차 범위는 3.2퍼센트 포인트였다. (사진: 2020년 1월 
11일 타이베이 민주진보당 본부 밖에서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의 지지자들이 집회 중이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번 결과가 자신을 오로지 타이완인이라고 
밝히는 타이완인이 늘고 있다는 다른 조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발달하여 응답자의 83
퍼센트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타이완 담강대학교 교수 알렉산더 황(Alexander Huang)은 
이는 민족적 배경이 아닌 정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의 
청년들은 일당제 국가인 중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랐다. 
황 교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가하는 외교적 압박과 
타이완 인근에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을 들었다.

그는 "타이완인은 민족적으로 분명히 중국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타이완 국민의 약 2.3퍼센트는 본토 중국인이 아닌 원주민 
집단의 구성원이다.

중국은 지금도 인구 2360만 명의 타이완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모든 독립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 통일을 
선호하지만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퓨 여론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 국민의 약 60퍼센트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퍼센트는 중국과의 경제 
유대 강화를 지지하는 반면, 36퍼센트만 정치 유대 강화를 지지한다.

반대로, 3분의 2 이상은 미국을 우호적으로 보며 79퍼센트는 
미국과의 정치 유대 강화를 지지한다.  AP 통신

2

타이완 팔라우
로
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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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업데이트IPDF

뭄바이 테러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사업가 

AP 통신

국 검찰이 테러 단체를 도운 혐의로 2020년 6월
체포해 수감 중인 전 기업가가 2008년 160여 
명이 사망한 뭄바이 테러 공격과 관련하여 
인도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출신의 캐나다인 타호우르 라나
(Tahawwur Rana)는 인도에서 때로 인도의 9/11 
테러라 불리는 치명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라나(59세)가 4일 동안 계속된 테러를 
직접 지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라나가 
뭄바이 테러 배후 단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라는 
혐의에 대해 9년 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라나는 14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건강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6월 
로스앤젤레스 연방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됐다. 

검찰은 그가 체포되어 인도로 송환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인도에서도 살인과 
살인 모의 혐의로 기소됐다. 

라나는 인도 공격을 계획한 파키스탄 테러 단체 
라시카르 에 타이바에 물자 지원을 제공하고  
2005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만화를 발행한 
덴마크 신문에 대한 공격 계획을 지원한 혐의로 
2011년 시카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슬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는 많은 무슬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그가 계획한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166명의 사망자와 240명의 부상자, 
미화 15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 테러를 지원했다는 더욱 심각한 혐의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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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테러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사업가 

대해 라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평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라나의 변호사는 뭄바이 테러를 

계획했다고 인정한 테러리스트이자 라나의 고등학교 
친구인 데이비드 콜먼 헤들리(David Coleman Headley)
가 라나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진술에 나선 정부의 핵심 목격자인 헤들리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자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라나는 헤들리가 시카고에 기반을 둔 이민법 
업체의 지점이라고 위장한 사무실을 뭄바이에 
개설하고 직원 신분으로 덴마크까지 여행할 수 있게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라나가 헤들리가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헤들리는 
그가 뭄바이에서 수행한 정찰 임무와 이후 수십 
명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학살 당한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 임무를 공유했다.
미국에서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헤들리는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중 인도 폭격기가 그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파키스탄 
학교를 폭격했을 때부터 인도를 증오했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헤들리는 뭄바이 공격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몇 달 후 라나에게 "나는 이제 
인도와 비긴 셈"이라고 말했다. 그에 라나는 인도가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답했다. 

헤들리는 살인 음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35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유죄 협상에 따라 인도로 
송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뭄바이 테러리스트 10명 중 한 명만이 
살아남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인도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교수형에 처해졌다.

2009년 미국 법원에 
출석한 데이비드 
콜먼 헤들리(그림)는 
2008년 테러 공격과 
관련하여 살인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

2010년 미국 법원에 
출석한 전 사업가 
타호우르 라나(그림)
도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과 관련하여 
살인 혐의로 인도에서 
기소됐다.   AP 통신

2008년 11월 26일 
뭄바이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경관들을 기리는 
기념비에 한 경찰관이 
경의를 표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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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보건 
기구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 
중국 당국은 정치적 라이벌을 견제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발병지를 숨기려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후 중국이 데이터를 넘기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중국인에 입국 
제한을 실시한 국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산업의 민감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패턴이다. 중국 관계자나 
대리인은 민간 항공 및 통신 기구부터 인권 단체까지 국제 
조직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담당한 조직이 중국 
공산당의 종종 부패한 의제를 지지하도록 이끌고 있다. 

컨트리 리스크 솔루션의 최고 경영자는 다니엘  
바그너(Daniel Wagner)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의제를 추진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글로벌 
조직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글을 발표하고 인도 태평양의 위험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그너는 중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중국은 
국익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안 세계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활동 규제의 간극과 
모순을 바탕으로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들 기관이 중국에 장악됐다는 것이 위험하다.”

동영상 확산, 경각심 고조
타이완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어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타이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터뷰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이 2020년 3월 널리 알려지며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동영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2020년 7월 중순까지, 인구 2400만 명의 타이완에서는 

구축
내러티브
중국 국제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산당 
의제를 전파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2020년 5월 첸쉬청 타이완 보건부 장관(맨 
오른쪽), 국회 의원, 활동가들이 타이완의 
세계보건기구 가입 노력에 대해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



마스크를 쓴 중국 우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비평가들은 중국 당국이 우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초기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코로나19 확진자 455명과 사망자 7명이 발생했다. 타이완 
당국은 타이완이 공유할 관련 정보가 있는데 코로나19 
논의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보건 당국은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이메일을 보내 “비정형 
폐렴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타이완은 답변을 
받지 못하자 해당일에 우한발 모든 항공편에 대해 검사를 
지시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2020년 1월 26일 
타이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한발 타이완행 항공편을 
금지했다. 타이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여행자를 격리하는 
것 외에도 격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조치도 취했다. 

BBC는 첸쉬청(Chen Shih-chung) 타이완 보건부 
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이번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어떤 곳도 방치하면 안 된다.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국가의 장점을 인정해 세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2020년 4월 
중순부터 2020년 9월 중순까지 5개월 연속으로 
타이완에서는 코로나19 국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더 디플로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내 4월 12일 이후의 
모든 확진 사례는 14일 의무 격리 기간 중 양성 판정을 받은 
해외 여행자나 팔라우 친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타이완 
해군 함정에 승선했던 사람들로부터 유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의는 
타이완을 배제한 것 이상으로 심도 깊은 문제다. AP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담당자들은 중국이 "신속히" 
공중 보건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의 유전자 지도를 
공유했다고 2020년 1월 내내 칭찬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적기에 의료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중국의 여러 정부 연구소가 코로나19를 완전히 
해독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 
유전자 지도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고 시험과 백신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AP 통신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발병을 늦출 수 있는 때에 중국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답답해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중국 최고 관계자 가우덴 갈레아
(Gauden Galea) 박사는 한 회의에서 국영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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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향력
중국은 수십 개 글로벌 감독 기구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은 중국인이 

맡고 있는 가장 영항력 있는 직책이다.

언급하며 "현재 우리는 CCTV에서 공개되기 단 15분 
전에 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회의에서야 코로나
19 글로벌 비상 사태를 선언했으며 여기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중국의 
협조에 크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국의 현재 조치에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며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총장은 중국과 약 50개 아프리카 국가의 
치열한 로비 덕분에 영국 후보를 물리치고 2017년 
세계보건기구 총장으로 선출됐다. 테드로스 총장은 
에티오피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받은 
당시 보건부 장관으로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그가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된 후 중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장으로 선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를 친선 대사로 임명했고, 
국제적인 비판이 뒤따르고 나서야 이러한 결정을 철회했다. 

칼럼니스트 레베카 마이어스(Rebecca Myers)는  
2017년 10월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외교관들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가 무가베를 
친선 대사로 임명한 것은 올해 초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오랜 동맹 무가베, 50여 개 아프리카국에 
정치적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 중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굴복한 것은 일련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2020년 4월, 
미국은 담당자들이 소위 정보 은폐 및 위기 부당 
관리에 대한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불을 60일 동안 보류했고, 2020년 7월 
초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탈퇴했다. 2020년 5월 

2020년 6월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가 기념식장을 나가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 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을 받았다.  AFP/GETTY IMAGES

허우린자오
(Houlin Zhao)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팡리우(Fang Liu)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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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국이 실제 
역량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 다니엘 바그너,  

컨트리 리스크 솔루션 최고 경영자

용리(Yong Li)

유엔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취동위(Qu Dongyu)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세계보건총회는 코로나19 발병원과 인간 전파 과정을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지휘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승인했다. 

글로벌 노력
바그너는 중국 공산당의 내러티브 확대의 핵심은 국제 
기관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는 중국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많은 경우 중국은 금융 투자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그너는 "중국은 대부분의 다자간 
조직에서 미국, 일본,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조직의 멤버십을 
이용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차이를 보완한다"며  
“예를 들어 중국은 유엔 하위 조직 네 개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많은 수준이다. 또한 중국은 
다자간 개발 은행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지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수십 개의 국제 감독 기구와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업개발기구, 
식량농업기구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조직을 이끌고 있다.

바그너는 세계보건기구 논쟁이 중국의 영향력이 
투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미화 8600만 달러를 기부한 반면 미국이 기부한 금액은 
이에 10배에 달하는 미화 8억9300만 달러다. 그래도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그너는 "세계 각국이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국이 실제 역량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안 내터리브
잠재적인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은 이른바 재교육 
수용소에 가둔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처우에 대해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냈다. 2019년 7월 중국이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유엔 기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최대 100만 명의 
위구르족을 대규모 감금하고 위구르족의 토착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파괴하려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대사 37명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대테러 및 
탈급진화 노력이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서방 국가로 구성된 22개국은 이보다 며칠 전에 유엔에 
서신을 보내 신장 지구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를 촉구한 바 있었다. 보이스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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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에 따르면 망명 세계 위구르 회의의 대변인 딜사트 
락싯(Dilxat Raxit)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침투를 
계속 용인하고 방조하면 인권이사회가 진정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 영향력
중국 관측통들은 중국 공산당이 구축하는 내러티브가 
보건 및 인권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한다. 존스 
홉킨스 고등 국제학 대학원의 헨리 A 키신저 글로벌 문제 
석좌 교수 할 브랜즈(Hal Brands)는 "중국은 요직을 맡고 
있는 중국인을 비롯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내 영향력을 
활용하여 타이완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타이완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브랜즈 교수는 블룸버그에 기고한 
의견에서 2014년 전 중국 관료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 
총장으로 선출되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중국의 디지털 
실크 로드 프로젝트에 더욱 우호적이 됐다며,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세계 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인터넷을 더욱 편리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중국의 3대 국영 무선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콘, 차이나 텔레콤은 5G 가입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들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속도를 바탕으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인터넷 가입자가 매달 미화 45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기술 
혁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통신 강국 시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보다 훨씬 불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조교수 존 헤밍스(John Hemmings) 박사는 중국의 통신 및 
사이버 목표가 “노골적으로 지정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밍스 박사는 2020년 3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중국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는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가 "그러한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고 거버넌스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 권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헤밍스 박사는 인프라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와 
함께 수출하는 교육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멍훙웨이
(Meng Hongwei)

전 인터폴 총재

진리췬(Jin Liqun)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장 
겸 회장

중국은 유엔 내 로비력을 사용하여 
중국 서북부 신장 지역에 위치한 
재교육 캠프의 인권 침해를 대테러 
활동으로 묘사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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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전 세계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 헤밍스 박사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기술이 다양한 원천에서 가져온 상이한 정보를 
통합하여 산업 제조업체 및 에너지 기업부터 정부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의 “일상적인 운영에 중요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제는 더욱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가 
경제 활동을 증진하고 미래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인구의 빠른 증가로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남아시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가치도 수출하고 있다. 2018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미래 기술 사용자들에게 “여론 
관리”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통신 대기업 ZTE는 베네수엘라가 스마트 
ID 카드 시스템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ID 카드는 중국 위성에 연결되어 있으며 위치 
데이터, 금융 정보, 은행 거래, 투표 기록까지 저장한다. 
헤밍스 박사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ID 카드를 이용해 
공익 접근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경고
브랜즈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및 기타 서방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에 책임 있는 거버넌스 패턴을 소개하면 
중국 관리들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생각에, 과묵한 중국을 설득하여 
국제 조직에 참가시켜려 했다고 말했다. 이 접근법은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거두어, 한때 국제 기구를 
벗어났던 중국이 유엔 평화유지임무에 가장 큰 기여국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브랜즈 교수에 따르면 1989년 천안문 광장 사태 이후 
중국이 유엔에서 공격을 받자,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력을 보호하고 해외로 공산당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이야말로 국제 기관에서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브랜즈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른 주요 기관에서 역할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중국 내 학대에 대한 조사로부터 중국을 보호했다. 둘째,  
'사회적 조화'와 독재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는 비뚤어진 
인권 개념을 장려했다. 이것은 중국 국내 정세에 대한 
간섭을 막는 방어 조치이자 세계에 반자유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공격 조치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허용하면 큰 대가가 따를 
수 있다. 그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들은 민주주의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부이며 인권이 널리 
존중되는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며 “중국이 반자유주의적 규범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면 
미국적 인권 개념이 약화되고, 민주주의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o

중국 뤄양 경찰들이 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 감독 기구에 참여하여 감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이터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억지
활동

인도 태평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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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지역 동맹국, 
파트너는 경쟁 공간의 모든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지역 지배 세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다차원 강압을 사용하면서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패권과 오랜 규칙 및 
규범에 기반한 인도 태평양 질서의 안정과 특징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나날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펼치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중국 공산당의 국가 차원 전략을 통해 이 지역에 
시련을 가져오고 있다. 평화와 전쟁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경제적 강요, 외국 간섭, 정치전, 민병대 사용 등 전술은 
중국이 점진적인 지리전략적 현상(status quo) 전환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 
공산당의 빠르게 커지는 재래식 군사력 및 중국의 인도 
태평양 내 입지 확대와 결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와 새로운 전략 기술에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비추어 지역 억지, 방어, 강압 대응을 
강화하려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독립적 활동은 
물론 양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과 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더욱 통합된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을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이 의제를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맹 내에서 억지 
전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동일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국익과 위협 인식은 결코 대칭적이지 
않다. 양국은 각기 다른 역량, 정책 우선 순위, 비용 및 
위험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억지 운영 노력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동맹 대화에 기반해야 한다.

기여 강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억지와 국방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 회색 지대 강요, 정치전, 경제적 영향력, 군사 위협, 
핵 압박을 억지하기 위한 통합된 종합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동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중국이 지역 지배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강압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모든 국가가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질서를 보존하길 바라는 
인도 태평양 국가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하위 영역에서 영향력 캠페인, 정보 작전, 기타 형태의 
정치전을, 중간 영역에서 회색 지대 전술, 경제적 영향력, 
사이버 공격, 강압적인 국가 공작을, 상위 영역에서 재래식 
군사 위협과 다양한 전략핵 강화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근본적인 접근법은 이러한 강압 요소를 결합하여 지리전략적 
현상을 점진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이 중국의 강압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려면 이와 같은 모든 경쟁 영역에서 전략을 가지고 

경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애슐리 타운센드(ASHLEY TOWNSHEND), 데이비드 산토로(DAVID SANTORO) 박사

괌 앤더슨 공군 기지 인근 태평양 지역 훈련장에서 열린 디펜더 퍼시픽 20-1 중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미국 공군, 일본 공군 자위대가 모의 실사격에 참가하고 
있다.   제이드 배드나이스(ZADE VADNAIS) 병장/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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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해야 한다. 국내 복원력 구축, 물리 및 법률적 
방어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억지 위협을 통해 강압적인 
영향력을 저렴하게 확보하거나 구사하는 중국 공산당의 
능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국 정책 결정자들을 멈추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각 정부들은 
국익, 한계, 비용 및 위험 수용 의지에 대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더 큰 위험을 수용하고 
중국의 회색 지대 강압을 억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구축하여, 비군사적 영향력과 의지를 
확보하고, 그러한 역학을 무력화하거나 뒤집는 조치를 
취하는지 이해하고 예측해야 한다. 후자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은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 지대 활동의 다양한 
속성, 악의적인 주체에 대한 집중 금지 또는 기소, 회색 
지대 작전 노출을 고려할 수 있다.

인도 태평양에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 억지 목표를 중심으로 재래식 군대를 
조율하는 미국과 동맹국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질 것이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전쟁 개념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 개발과 실험을 강화하고, 종합 역량, 

상호 운용성, 군 태세 목표를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집단 
억지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세력권 간의 경쟁인지 아니면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찾는 활동으로 이해해야 할지 아직 
불분명하다. 냉전과 달리 중국이 미국의 근접 영역을 
통제하게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학적 
합의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이 사실상 세력권을 수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미국의 안정, 규칙, 제도,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해온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 내 호감도를 
저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회색 지대 강압 억지 및 방어 
중국의 회색 지대 강압은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경쟁에서 일상적인 현실이다. 현대적인 형태의 
정치전으로서 회색 지대 강압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 지역 평형 상태를 조금씩 움직여 장기적으로 
지리전략적 이점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비군사적 
강요, 부패, 은밀한 영향력 활동이 광범위하게 혼재된 
중국의 전술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전례 
없는 세계화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점이 

인도 태평양에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 억지 
목표를 중심으로 재래식 군대를 조율하는 미국과 동맹국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질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이 미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함께 최대 규모로 실시한 탈리스만 세이버 2019 훈련 중 일본 자위대의 강습 상륙정이 
오스트레일리아 보웬 해안에 상륙하고 있다.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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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가운데 중국은 회색 지대 행동의 범위와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법적 또는 윤리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세계화로 인해 가능성이 열린 
새로운 강압 및 영향력 요소를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동원하여 더 잘 악용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같은 독재 
정권에 불균형적인 이점을 준다.

그러나 회색 지대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억지력 
구성의 적용 여부나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 유연하고, 
끈질기고, 다른 영역과 교차하기 때문에 억지나 방어보다 
위험 경감과 복원력 구축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거부에 의한 억지가 다양한 유형의 회색 지대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구성이라는 
주장도 있다. 거부 논리는 위험을 완화하고 복원력을 
구축하여 방어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협력하여 미리 결정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여 회색 지대 
강요나 더욱 심각한 형태를 억지할 수 있는 전략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다음과 같이 주력하여 회색 지대 강압을 억지해야 
한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비용과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 
사회적인 접근법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 주체와 함께 동맹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의 회색 지대 강압을 억지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정치적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유지해야 한다. 은밀한 외국인 간섭을 처벌하는 법, 
해외직접투자 심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과 같은 국내 복원력 강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재무 
및 정치적으로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중국이 반대를 
일으키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제, 국민 인식 
과정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을 기소하거나, 제재를 
실행하거나, 회색 지대 전술을 공개하는 등 중국의 
활동을 노출시키고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는 정부에 
더욱 위험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핵심 이해, 
한계, 원하는 행동 방침을 미리 분명히 정의하면 이러한 
불가피한 부담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진솔한 공개 대화와 메시지 전달을 수반하여 국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성은 권위주의 체제 대비, 
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이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회색 지대 전략 대응을 자유주의 
규범에 뿌리 두고, 적어도 언론, 시민 단체, 정치 제도 같이 
정치전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민주적인 공간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중국의 회색 지대 강압을 억지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양국은 사실 확인 후 조치를 
통해 회색 지대 문제에 대응하는 데 너무 집중했다. 
이로써 중국은 추진력을 확보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과제의 역동적인 특성에 대처하는 데 준비가 
부족한 반응적인 태세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양국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구축하여 비군사적 이점을 확보했는지 
이해하고 예측하는 한편, 단호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역학을 무력화하거나 뒤집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가 어떻게 회색 지대 위협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 중국에 불리하게 
역학을 뒤집으려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용과 위험을 
높여 중국에 상황 확대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

중국의 강압을 억제하고 그에 대응하려면 응집력 
있는 범정부적 접근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정부 
부문의 취약점과 역량을 고려하면 범정부적 접근법을 
범사회적 접근법으로 확대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두 
전략 모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어려우며, 특히 후자는 
첨예한 국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해외투자검토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개혁하고 국가 
안보와 인도 태평양 인프라 자금 지원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범정부적 접근법을 
실행하는 데 성공했다. 외국 간섭에 대해 대학과 정보 
조직 사이의 협력 강화 등 전사회적 협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새로운 규제, 
정보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집단 이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문을 이해하고 동맹 프레임워크 
내에서 모든 국력 요소를 활용하여 억지력 강화를 

글로벌 센티넬 19 중 버지니아주 서퍽에 위치한 록히드 마틴의 혁신 센터에서 
영국과 호주 운영 요원들이 가상 우주 작전을 진행 중이다.  
 JT 암스트롱(J.T. ARMSTRONG) 병장/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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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이해 관계는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 않으며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의 성격, 심각성, 
함의에 대한 동맹국의 관점은 종종 심각하게 다르다. 
새로운 양자 인도 태평양 동맹 조정 메커니즘은 이러한 
차이를 관리하고 공동의 목표에 집단 행동의 초점을 
맞추는 데 유용할 것이다. 광범위하게 보면, 공동 이해, 
가치, 법치에 대한 상호 의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국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맹의 
운영 방식에 기반이 돼야 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안보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단순히 중국의 
강압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핵 및 전략적 억지 요건 
 중국은 모든 분쟁 영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경쟁을 
심화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억지나 분쟁의 종료 도구만 
보지 않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전략은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때 
가졌던 결정적 이점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미국과 동맹국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미국 동맹국은 최전선에 중국(러시아 및 북한)
의 강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억지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인도 태평양 
동맹국이다. 일본은 중국이 일본에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중 
전략적 관계의 기반으로 상호 취약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또한 미국이 확대한 억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이미 일본, 
한국과의 확대 억지 대화와 작전을 크게 강화하여 긴밀한 

동맹국임을 보여주었지만, 일본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방위 조약을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도 전략적 억지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여 확대 여부와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략 사령부의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신중한 커뮤니케이션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안보 및 억지 협력을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온 동맹 
프레임워크 밖에서 행동하거나 기존 프레임워크에 
반대하기보다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억지 수요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동맹국의 
관점과 미국이 동맹국의 국방에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과 역량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견이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동맹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반영하고 효과적인 집단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 
야심찬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하여 경쟁국의 진화하는 전쟁 전략과 승리 이론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집단 억지와 방어를 위한 동맹 최적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갈수록 분쟁이 심화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맹이 집단 억지 
및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장관은 2019년 11월 워싱턴 연설 중 "억지는 공통 목표를 
위한 공동 책임이다.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혼자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억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협력이 필요한지 또는 국가별로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역량 축적 및 특정 억지 목표에 대한 
통합 정책 계획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모험주의를 저지하고 
여기에 장기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같은 
다른 긴밀한 안보 파트너국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형의 협력이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겠지만 
다양한 법적, 운영, 관료적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궁극적으로 결과는 중국 공산당의 위험 감수 
및 군비 증강과 관련한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공통된 입장을 수립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어느 정부도 그러한 결정에 갇히길 원치 않기 때문에 
양국은 협력, 조율,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따라 
점진적으로 집단 억지 목표에 접근해야 한다.

상위 분쟁 부문에서 집단 억지 및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미국은 현재보다 더 이른 

북마리아나 제도 캠프 베이커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재해 구호 작전 중 코프 
노스 20 다국적 태스크포스 사령관 마크 라터(Mark Larter)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대위(가운데)가 일본 공군 자위대 대원과 악수하고 있다.   커트 비치(CURT 

BEACH) 병장/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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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군사 계획에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18년 미국 국방 
전략이 동맹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통합은 독자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자립형 
합동군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전통의 미국 국방부와 
충돌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지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외교적 신뢰, 전쟁은 아니더라도 주요 
역할을 오스트레일리아에게 맡기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오스트리아도 최소 사전 정의된 특정 
비상 상황을 중심으로 작전 수준까지 미국의 군사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맹의 억지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안보 파트너 사이에 적절한 
노동 분업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특정 임무와 비상 상황에서 
다양한 동맹이 참여하는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공통 한계를 실행하기 위한 동맹 
결의의 신뢰성에 달려있지만 그 어떠한 사안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맹의 지도자들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전략적 노동 분업에 대한 
결정은 군 구조와 투자 우선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맹을 최적화하여 집단 
억지를 발휘하기 위한 가장 유망한 방법 중 하나는 
군사 상호운용성과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이전 장벽을 완화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플랫폼이 미국과 같은 군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장에서 일관성과 효과를 
보장하면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미국 기술 공유 및 이전과 관련한 실행, 법률, 라이선싱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국가 기술 및 산업 기반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양국이 서로의 첨단 기술 부문을 
활용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향후 상위 시나리오에 대한 
동맹 시너지를 구축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새로운 개념 공동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기술 실험을 
이끌고, 역량 개발, 상호운용성, 지역 태세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위 모든 것을 협상할 때 오스트레일리아는 
동맹국으로서 솔직하게 행동하고 동맹의 방향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 환경에 대한 중요 사안을 주저 없이 
제기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동맹국의 리더십 역할 
확대를 환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세력권 구축을 막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기타 동맹국, 파트너국은 더 
이상 모든 영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역 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를 높여야 한다.  o

포럼은 애슐리 타운센드와 데이비드 산토로 박사의 2020년 4월 보고서 《인도 태평양의 억지 활동》에서 
본 기사를 발췌하고 편집했다. 보고서는 미국학 연구소와 태평양 포럼이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 원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ussc.edu.au/analysis/operationalising-deterrence-in-the-indo-pacific

2020년 7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과 일본 해상 자위대 및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부대가 평화, 안정,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등의 공통 
목표를 지원하는 삼자 훈련에 참가 중이다.  코디 소울(CODIE SOULE)병장/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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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내러티브를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가 점차 
역풍을 맞으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포럼 스태프

중국 공산당
역풍을 맞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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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와 끊임없는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의 
캠페인은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공산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광범위한 멀티미디어 플랫폼과 기타 

영향력 도구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여 정치 선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산당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 잦은 실패를 보였고, 2020년 타이완 선거와 현재 진행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건에서도 자주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이 역풍을 맞고 있는 주요 
이유는 그러한 캠페인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분석가들은 
공산당의 메시지와 약속이 
국민들의 일상 경험과 
충돌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핵심 가치에 
눈이 먼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에는 호전성과 
오만이 내재되어 공산당의 
자기 중심적인 의도가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이 오만과 호전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의 의지가 우월하며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전술의 사용으로 해외와 중국 
국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독재 정부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에 눈을 
뜨게 됐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우한 안과 의사 리원량
(Li Wenliang) 같은 내부 고발자를 입막음했을 때 전 세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목도했다. 돈을 받고 활동하는 온라인 군대와 자동화 봇이 
아무리 정교하고 영리한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메시지를 쏟아내더라도, 중국 정부가 세계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으로부터 코로나19의 발병원, 심각성, 확산 방식을 
비롯하여 진실을 숨겼고 이후 공산당의 부정 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현실이나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

2020년 6월 6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중국 공산당의 "터무니없는 
정치 선전"에 대해 "중국에서는 의사와 기자가 새로운 
질병의 위험성을 경고하면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입을 막고 
사라지게 하고, 총 사망자 수와 발병 규모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은퇴한 전 인도 외교부 장관 비제이 고칼레(Vijay 
Gokhale)는 2020년 3월 스트랫 뉴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로 
중국의 합의에 대한 신화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독재 통치 모델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의 
모델은 경제 성장과 안보를 
약속하지만 투명성, 인권, 
민주적인 제도는 빠져있다. 

고칼레 전 장관은 "중국 
당국이 국가 비상 사태를 
효율적으로 처리했다며 

제도를 과시한다 해도, 지구 끝에 있는 국가도 중국의 실패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이미지 세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책임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돌리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끊임없는 경멸만 
불러일으켰다. 2020년 3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Zhao Lijian)이 미국 군인이 코로나19를 중국에 옮겼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2020년 4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려 했지만 과학자들과 유럽 연합의 
허위 정보 감시 기구가 즉각 반발했다.

코로나19 전투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이 
역풍을 맞고 있는 주요 이유는 

그러한 캠페인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공산당의 메시지와 약속은 

국민들의 일상 경험과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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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도 많은 국가에 제공한 의료 및 보호 장비들이 유상으로 
제공한 것마저도 불량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강력한 역풍을 
맞았다. 그중에서도 체코, 네덜란드, 스페인은 중국산 불량 
마스크와 테스트 키트를 리콜해야 했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국제 보호 장비 공급을 
장악하여 최고의 장비를 대량 확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은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으면서 
유럽부터 중동과 남미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안드레아스 클루스
(Andreas Kluth)는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은 프랑스 
양로원이 노인들을 죽게 버려두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며 “이탈리아에서 
중국의 가짜 계정들은 코로나19가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퍼트리거나 로마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중국 국가를 연주하는 조작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독일에서 중국 외교관들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공개 찬양을 촉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독일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 
연구원 루크레지아 포게티(Lucrezia Poggetti)는 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관행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보건 및 보안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즉각 
재평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투른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분개한 체코와 인도 같은 나라들은 
타이완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은 공산당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까닭이다. 런던 경제대학교 대외 정책 싱크탱크 LSE 
IEDAS의 어소시에이트 찰스 던스트(Charles Dunst)
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부터 부채 증가, 공격적으로 
적대적인 언론 및 온라인 싸움, 중국의 무슬림 위구르족 
대량 감금 등의 문제로 인해 개발도상국에는 이미 반중국 

체코 프라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우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중국 안과 의사 리원량의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은 
공산당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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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 만연해 있었다. 그러던 중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
19 초기에 허술하게 대응한 것이 드러나자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국가에 차관을 제공했으며 일례로 스리랑카는 2017년 말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줘야 했다. 

던스트는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GDP(국내 총생산)의 45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관리권을 
중국에 넘겨줄 위험에 처해 있다. GDP의 최소한  
20퍼센트를 중국에 빚지고 있는 20여개 국과 더불어 
이들 국가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재앙은 주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국 상위 50개 채무국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2020년 중기 기준으로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치하면서 곤란에 빠진 국가에 대해 채무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이 늦어지면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 

헤게모니 맹점
분석가들은 종종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외교적 호전성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보복을 촉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은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중 중국이 필리핀을 돕는 자국의 
노력을 홍보하기 위해 2020년 4월 중순 뮤직 비디오를 
공개했는데, 필리핀 국민이 이를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위장된 시도”로 
해석하면서 광범위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뮤직 
비디오가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필리핀은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포함하여 중국이 남중국해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 두 구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외교 항의서를 제출했다.  
조 김(Jo Kim) 기자는 2020년 4월 말 더 재팬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논평에서 “모든 면에서 내러티브 전면전을 펼치면 
중국 국내에서는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호전성은 
중국이 구축하려는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인류의 공통 미래를 위한 사회 구축'이라는 시진핑
(Xi Jinping) 주석의 비전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조 김은 “중국 공산당의 '적을 찾아 통일 전선을 
구축하라'는 강요 때문에 '중국이 모두와 싸우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파트너십이 위축됐다. 정치 

피켓에 쓰여 있는 "중국의 잘못”
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 
피켓은 2020년 5월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사용됐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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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의 목적은 결코 청중을 소외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정치 선전 캠페인을 통해 브라질부터 이라크까지 그리고 
나이지리아부터 스리랑카까지 담당자들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있다.

캐논 글로벌 연구소 대외 정책 연구소 소장 쿠니 
미야케(Kuni Miyake)는 2020년 3월 더 재팬 타임스에 
기고한 논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우처럼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펼치는 정보전은 중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정보전에 약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야케 소장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시작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국내 
정보 통제가 허술하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 중국 제국 
내에서 정보의 흐름, 양, 질을 
관리하는 정부의 기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일부 일본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중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바라겠지만, 이는 
그저 바람일 뿐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정보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한, 중국 
정권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도 건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재 정권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의 실패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이 국내에서도 점차 
역풍을 일으키며 일부 국민들이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홍콩 대학교 
중국 검열 전문가 킹와푸(King-wa Fu)는 2020년  
2월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중국을 강타하고 중국 국민들이 
경험한 현실과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가 모순되면서 
중국 내 공산당의 내러티브가 흔들렸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택한 국민과의 암묵적인 합의를 중국이 부정하면서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역량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끔찍히 다뤄지고, 시체가 쌓이고, 화장된 
유해가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증언을 비롯한 
온라인 채팅이 퍼지면서 중국은 코로나19가 국민에게 
미친 피해의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레이먼드 종 

(Raymond Zhong) 기자는 더 뉴욕 타임스 신문의  
2020년 1월 기사에서 "비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비판자들이 코로나19를 체르노빌 참사와 비교하는 
것처럼 영리하게 검열을 피하면서 중국이 메시지를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정보대학원 연구 과학자 
샤오창(Xiao Qiang)은 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대해 검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검열이 있었음에도 중국 소셜 미디어에 분노가 가득했다"
고 말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인 차이나 디지털타임스를 설립한 샤오창은  
"내러티브 통제 노력의 일환으로 검열이 갑자기 강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 검열뿐 아니라 내러티브도 

조작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일례로 남매로 
이루어진 "가상 아이돌"
을 도입하기 위해 
공산주의청년단이 진행한 
중국 공산당 캠페인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은 “발표되자마자 
웨이보 사용자들이 반발하며 
캠페인이 중국의 이미지를 
싸구려로 떨어트린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 웨이보 사용자는 “국민들이 
코로나19과의 전선에서 고통스럽게 인내하고 있는데, 
왜 2차원 아이돌로 장난을 치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웨이보 사용자는 공산주의청년단이 "자원을 
낭비하고 국가 재난을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은 서둘러 가상 아이돌을 내렸다.
코로나19 위기 중 중국 공산당의 캠페인과 

표현 억압은 가상 영웅을 유행시키는 대신, 새로운 
세대에게 공산당에 저항하라고 격려하는 진짜 영웅을 
탄생시켰다. 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2020년 2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베이징 출신의 
소설가 얀리안커(Yan Lianke)는 “리원양처럼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없다면 내부 고발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얀은 풍자적인 책과 단편을 발표했으나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일부는 중국에서 금지됐다. 
얀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집필 중 자기 
검열을했다고 인정하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다면 작은 
소리로 말하자"며 “작은 소리로 말할 수 없다면 침묵하되 
기억하고 기억을 간직하자. 마음 속에 무덤을 가진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모든 면에서 내러티브 
전면전을 펼치면 중국 

국내에서는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호전성은 중국이 구축하려는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와 

정면으로 대립된다."
~ 조 김, 더 재팬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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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선거 거부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투표에 간섭하려  
했지만 유권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은 2020년  
1월 타이완 선거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정치 선전 
기구의 영향력이 줄어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다. 차이잉원
(Tsai Ing-wen) 타이완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은 중국의 
대규모 간섭에도 불구하고 큰 표차로 승리했다. 중국은 
타이완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타이완을 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해커, 역정보 봇,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는 공산당의 전술을 파악하고 있으며 빗발치는 
정치 선전과 허위 정보에 익숙한 타이완 국민과 지도자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외교 관계 위원회 선임 펠로우 조슈아 
컬란지크(Joshua Kurlantzick)는 2019년 11월 위원회 
웹사이트에 "중국은 오랫동안 타이완을 간섭한 역사가 
있다"고 썼다.

같은 달 타이완 검찰은 타이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홍콩 상장 기업의 임원 두 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공산당의 작전 범위를 공개했다. 로이터는 
중국인 망명자를 인용하여 두 용의자가 타이완 언론을 
통제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자신을 중국 스파이라 
밝히고 망명 신청 중인 왕 "윌리엄" 리창(Wang William 
Liqiang)이 2019년 11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의 60 
미니츠 프로그램에서 통역사를 통해 "타이완은 중국 
스파이의 가장 중요한 공작 대상이다. 언론, 사원, 
풀뿌리 조직에 침투한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왕은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타이완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국의 활동을 
오스트레일리아 정보국에 진술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학자 리처드 부시(Richard Bush)
는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에서 설득에서 비폭력 강요로 
방법을 전환한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영자 
일간지 타이완 뉴스는 선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이 
트롤 팩토리(troll factory)"를 이용하여 웨이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고 "인지 공간 전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아시아 리포트의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명목상 
돈을 받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친공산당 댓글을 다는 
네티즌으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의 50센트군은 매일 
적어도 2500번 타이완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의 선임 
자문 겸 책임자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에 따르면, 
2020년 타이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타이완의 외교 
파트너를 빼앗고, 본토 관광객의 타이완 방문을 제한하고, 
지역 내 공군 및 해군 훈련을 늘려 타이완을 위협하는 등의 
기타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이 총통을 낙선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은 정치 조작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였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선거에서 현직 총통에게 도전한 친중 
성향의 후보 한궈위(Han Kuo-yu)의 홍보를 지원했다. 
분석가들은 2018년 타이완 지방 선거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언론을 조작하여 한을 카오슝 시장으로 
당선시킨 후 차기 총통 후보가 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주장한다. 2019년 6월 포린 폴리시 잡지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기반을 둔 전문 사이버 단체를 고용하여 한이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차이 총통은 2020년 1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6월에는 가오슝의 유권자들이 한을 시장직에서 몰아냈다. 
AP 통신은 한을 탄핵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의 수가 
탄핵에 필요한 표를 크게 넘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분석가들을 인용하여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탄핵 
투표가 성공한 것이 타이완 민주주의의 강점과 책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고 보도했다.

현직 타이완 총통과 대표 정보 기관은 타이완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활동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민주적인 과정의 
외국 개입과 정치적 간섭에 맞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9년 9월 조셉 우(Joseph Wu) 타이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대선과 총선 전에 의도적으로 타이완 정부를 
공격했으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타이완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에게 주권과 자유 및 
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정보 플랫폼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가짜 뉴스를 감시했다. 2019년 12월 초 
페이스북은 타이완 선거에 대해 페이스북 자체 기준에 
위배된, 가짜 뉴스 관련 200개의 계정, 페이지, 그룹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타이완의 사실 
확인 그룹도 세미나를 열고 웹사이트와 채팅방을 개설하여 
유권자들이 가짜 뉴스를 확인하도록 도왔다.

밀크티 동맹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 활동이 실패한 또 다른 사례로는 
2020년 4월 밀크티 동맹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소셜 
미디어 반대 네트워크가 있다. 밀크티 동맹이라는 이름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외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밀크티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에서도 방영된 인기 태국 드라마에 출연한 태국 
연예인 두 명도 온라인 게시물에서 홍콩과 타이완 독립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중국 온라인 댓글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 태국 국민들은 온라인 동맹을 구축하여 반격했고 
동맹은 국경을 넘어 계속 커졌다. 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는 
세 명이 밀크티 잔을 부딪치는 이미지를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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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아시아 연대를 구축하여 "중국에서 시작된 모든 형태의 
독재주의를 물리치자"고 촉구했다. #MilkTeaAlliance(밀크티 
동맹)와 #MilkTeaIsThickerThanBlood(밀크티는 피보다 
진하다)라는 해시태그가 100만 개 이상의 트윗에 등장했다. 

방콕 쭐랄롱꼰 대학교 국제관계 교수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범아시아 네트워크는 중국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공식 의견과 국민 여론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퐁수디락 교수는  
"동남아시아 정부와 국민의 의견은 분열되어 있다"며  
“필리핀과 태국 같은 정부들은 사실 친중 정부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시작한 작은 온라인 공격으로 
유발된#MilkTeaAlliance와 그 이미지는 태국, 홍콩, 
타이완의 인터넷 사용자 간 연대의 상징을 넘어 중국의 
강압적인 정치 선전에 대한 저항이 됐다. 이후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필리핀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 
동맹에 동참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반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민과 인도 국민도 온라인 싸움에 
참여하여 중국의 공세에 반대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온라인 동맹은 지역 
간 친민주주의 단체 사이에 영향력 있는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기술 및 인권 연구원 댄 맥데빗(Dan McDevitt)
은 액시오스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처럼 
큰 공동의 적이 있으면 단결해야 힘이 생긴다는 인식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 지역 전반에 걸쳐 인식, 
관심, 동정을 강화했으며 국내 민주화 활동이 어려운 
곳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동맹이 실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 카오소드 영문 뉴스 웹사이트는 2020년 6월 
태국 학생 운동가들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과 상징적인  
"탱크 맨" 모양의 쿠키를 구워 천안문 광장 학살 기념일에 
방콕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나누어주었다고 보도했다. 
쿠키는 밀크티 동맹을 지지하는 의미로 밀크티 맛이 
났다. 한편 차이 타이완 총통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홍콩과의 연대를 표현했다. 중국이 시민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한적인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타이완은 타이완으로 이주하려는 홍콩 주민을 돕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홍콩 시립 대학교 조교수 대니 마크스(Danny Marks)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이들 국가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온라인 
토론이 폭넓은 정치 시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인터넷 전쟁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중국에 반대하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밀크티 동맹은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 
밀크티 동맹이라는 이름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외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밀크티에서 비롯되었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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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거에는 중국의 일방적인 
인터넷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메시지 실패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정치 선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공산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의 전술은 
해외에서의 신뢰와 명성 훼손은 물론 중국내 권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21세기 중국 연구소 소장 겸 중국 학자 수전 셔크
(Susan Shirk)는 2020년 5월 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보건 외교를 
시작하면서 온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책임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신뢰와 명성을 재구축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공산당의 정치선전부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가로막고, 중국의 국가와 체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과에 대한 찬양을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로 인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역풍은 더욱 거세졌다. 
중국 공산당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로 정치 선전 
기구를 가동하고 코로나19 위기 중 중국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악화된 국가들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세계에 리더십과 동정심이 필요했을 때 
중국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많은 
분석가들에 따르면, 대신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 
국민이나 심지어 자국 국민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계 
권력을 장악하는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세계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o

2020년 6월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태국 
학생 운동가들이 1989년 천안문 광장 
사태를 기념하기 위해 밀크티 쿠기를 
나눠주고 있다.  트위터

2020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 
근처에서 중국 경찰이 경계 중이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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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제작된 내러티브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앞으로 몇 달 후에 기록을 깨는 건 
박스오피스 히트작만이 아닐 것이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잡지는 분석가들을 
인용하여 중국이 박스오피스 매출이 가장 높은 
나라로 최초 등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말까지 중국의 영화 매출은 122억 8000만 달러에 
이르러, 미국의 119억 3000만
달러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도 박스오피스 
매출 부문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Axios.com은 "이는 곧 앞으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각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대작 영화가 중국의 엄격한 
검열 기준을 통과하게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라고 전했다. 

중국 검열 당국은 중국 본토 영화관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미디어를 
항상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영화 산업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이 자국 관련 
스토리라인에 통제력을 더 많이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더 에포크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년에 34편의 외국 영화만 
국내 극장 상영을 허용하며 각 영화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검열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에포크 타임스는 외국 영화 
스튜디오가 중국의 박스오피스에서 차지하는 
수익은 2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외국 영화 
스튜디오가 영화를 중국 기업과 공동 제작하는 
경우 50퍼센트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 많은 수익 창출에는 대가가 따른다. 
더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공동 제작에 

참여하는 외국 스튜디오는 종종 중국에서 
장면을 촬영하고, 중국 배우를 

캐스팅하고, 중국 투자자를 허용하고, 중국 
정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해야 한다. 

이러한 검열 통제는 비디오 게임까지 확장된다.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2019년 초 게임 
네트워크 스팀에서 딱 일주일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게임 디보션의 예를 살펴보자. 

디보션을 발표한 중국 기반 회사 
인디이벤트는 중국 사용자들이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디즈니 캐릭터인 곰돌이 푸를 
의미하는 글자를 나란히 배열해 둘을 비교하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커지자 
게임을 스팀에서 삭제했다.

Engadget.com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후 
인디이벤트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었다. 
그 여파로 디보션을 개발한 타이완 개발업체 
레드 캔들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레드 캔들은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서 
계정도 잃었다.   

Engadget.com은 2019년 8월 기사에서  
“이는 중국의 검열이 작동 중이라는 것이다"며 “
현재 중국은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2년 
동안 치열한 격변을 격은 후,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과 텐센트 같은 대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기반을 확보하며 전 산업의 궤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의 경우, 많은 미국 영화가 중국 검열 
당국으로부터 개봉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영화 제작자들은 승인을 받기 위해 폭력과 
섹스 장면을 종종 삭제해야 했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패러다임에 정치적으로 부합하는 
내러티브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할리우드가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받기 위해 
줄거리를 조정했거나 스튜디오 임원들이 검열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개봉이 거부된 
사례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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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탑건 (2020년)

영화: 스노우몬스터
 (2019년)

줄거리 변경: 1986년 클래식 탑건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 톰 크루즈(Tom Cruise)가 미국 해군 정예 전투기 조종사 
학교의 뛰어난 학생 매버릭을 연기한다. 원작에서 매버릭은  
"극동 순양함 63-4, USS 갤버스턴"이라는 큰 패치가 새겨진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이 패치는 미국 전함의 일본, 
타이완, 서태평양 순항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유엔, 
일본, 타이완 국기가 포함되어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2020년 리메이크작은 매버릭의 재킷을 “재구성”하여 
일본과 타이완 국기를 구별할 수 없는 이미지로 대체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탑건 리메이크작에는 중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의 영화 부문인 텐센트 픽처스가 자금을 
공동 지원했다. 텐센트는 파라마운트와 영화를 공동 제작한 
스카이댄스의 부분 소유주이기도 하다.

중요한 이유:중국은 특히 지난 10년간 차관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사면서 일본과 지역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2018년 10월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은 8년 만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중국에서 흥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에 금전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것은 중국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진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긴장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타이완을 독립국으로 
묘사하는 어떠한 
주장이나 표현도 
거부한다.

줄거리 변경: 중국의 펄 스튜디오는 1년 
동안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협력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스노우몬스터를 
제작했고, 이 영화는 중국 검열 당국의 개봉 
승인을 받을 것으로 여겨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작업 중 펄 스튜디오는 
농담과 캐릭터 배경 이야기를 변경했다. 
아마도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장면은 남중국해에 중국의 9
단선(그림)이 표시된 동아시아 지도일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스노우몬스터는 미국의 드림웍스와 
중국의 펄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첫 
영화다. 9단선은 영화 전개 중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9단선이 포함된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중요한 이유: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다. 중국은 자국과 자원을 
다투는 타국의 영유권 주장을 뒤엎기 
위해 영유권 분쟁 지역 주변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도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화 개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베트남 
당국은 상영을 중단시켰다. 필리핀 
당국은 관람 거부 운동을 촉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지역 내 
여러 국가와 영유권 분쟁 중이다. 2016년 
7월 국제재판소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중국의 9단선 
영유권 주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집행 메커니즘이 결여된 
판결을 거부했다.1986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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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016년)

줄거리 변경: 닥터 스트레인지의 원작 
만화 스토리라인에는 에인션트 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다. 그는 평화로운 농부로서 
현재 티베트로 알려진 히말라야의 숨겨진 
마을 카마르타지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마블 
스튜디오는 만화를 영화로 각색하며 에인션트 
원 역할에 영국 배우 틸다 스윈튼(Tilda 
Swinton)(영화 포스터 사진)을 캐스팅하여 
스토리라인에서 티베트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중요한 이유: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951년 군대를 동원하여 티베트를 
점령했으며 중국 이외 다른 나라 국민들은 
티베트가 독립하거나 더 많은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각본을 쓴 C 로버트 카길( C. Robert Cargill)
은 DoubleToasted.com의 2016년 4월 
팟캐스트에서 에인션트 원의 민족을 변경한 
것에 대해 “에인션트 원은 티베트 사람이다. 
그렇다면 티베트라는 장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 정부 당국이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질문하며 정치색을 이유로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고 결정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아이언맨 3 (2013년)

줄거리 변경: 중국에서 아이언맨 3 관객들은 다른 
나라에서 공개되지 않은 보너스 영상을 봤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블 스튜디오가 중국 
배급사 DMG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여 제작한 
아이언맨 3에 추가된 보너스 영상은 사실 4분짜리 
광고였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은 중국 버전에 광고가 
추가된 것과 더불어 영화 오프닝에 “아이언맨이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답은 중국의 
우유 브랜드인 구 리 둬(Gu Li Duo)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해당 
음료 제조업체는 2012년 수은으로 오염된 분유를 
시장에서 회수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는 부모들에게 
이 회사의 분유가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중국 버전에 특별히 포함된 영상에는 아이언맨을 
응원하는 중국 학교 아이들, 중국 전자제품 광고, 
아이언맨을 돕기 위한 한약 사용 등이 있다.

중요한 이유: 중국 박스오피스는 큰 수익을 
창출한다. 엔터테인먼트 뉴스 사이트 Vulture.com
에 따르면 아이언맨 3가 개봉할 시점에 중국은 세계 
박스오피스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이에 따라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국의 경제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자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친중 내러티브를 
포함시키라는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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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 스탠 리(Stan Lee)가 아이언맨 3의 할리우드 시사회에 참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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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픽셀 (2015년)

영화: 월드워Z (2013년)

줄거리 변경: 2013년 소니의 애니메이션 코미디 픽셀의 각본에는 
은하계 외계인이 중국의 만리장성에 구멍을 뚫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소니 픽처스 대표 리 차우(Li Chow)는 
2013년 12월 소니 고위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만리장성에 
구멍을 뚫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 중 하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은 중국 개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만류하고 싶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소니 
경영진이 중국 내 영화 개봉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따랐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외계인들은 만리장성에 구멍을 뚫는 
대신 인도의 타지마할, 워싱턴 기념탑, 뉴욕의 일부를 공격했다.

중요한 이유: 리의 이메일은 2014년 말 해킹되어 일반에게 공개된 
수만 건의 소니 기밀 이메일 및 문서 중 하나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와 영화계 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문서에 따르면 소니는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중국 검열 당국의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로이터는 "소니 이메일은 세계 유수의 영화 스튜디오 임원들이 
작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응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자체 검열을 했는지 보여주는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내부 
메시지 트래픽에서도 할리우드의 중국 관객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픽셀에서 만리장성 장면이 삭제된 것이 전 세계 관객들이 
중국이 정한 기준에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중국 정부는 
할리우드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인 자유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줄거리 변경: 작가 맥스 브룩스(Max Brooks)는 
2006년 소설 《월드워Z》의 시작 무대로 중국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브룩스는 2020년 2월 더 워싱턴 
포스트신문에 "중국이 중국 시스템 때문에 
확산된 전염병에 대한 내 디스토피아 소설을 
금지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내 좀비 
종말론 소설에서는 중국 어딘가에서 신비로운 새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부는 감염 소식을 
억제하고, 경고하려는 여러 의사를 위협하여 
대응한다. 이러한 은폐 때문에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에 퍼지고 결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된다"며 “친숙한 이야기인가?”라고 적었다.

브룩스는 계속하여 중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의 전염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할 때 
인구가 많거나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있는 
교통망을 갖춘 나라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는 독재 정권이 
필요했다. 국민의 인식을 탄압하면 바이러스가 
퍼질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현지 
주민들에게 나중에는 다른 나라로 퍼질 것이다. 
나머지 세계가 상황을 파악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그렇게 지니가 램프에서 
해방되면 인류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상황이 기묘하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그의 작품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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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픽셀 시사회에 영화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Chris Columbus)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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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변경: 1984년 영화를 

리메이크한 2012년 작 레드 던의 

원 각본에서는 중국군이 미국을 

침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자 MGM의 영화 

제작진은 북한군을 악당으로 

만들었다. 

DailyMail.com은 중국 국영 신문 

글로벌 타임스가 두 개의 사설을 

발표하여 할리우드를 "악마로 

묘사”하고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씨앗을 심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1984년 영화는 소련군의 

침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MGM은 프레임마다 디지털 

작업을 통해 중국군 상징을 북한군 

상징으로 교체하는 데 미화 1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DailyMail.com은 영화 개봉 

당시 "북한은 핵무기로 악명이 높지만 

할리우드 거물들은 극동의 경제 대국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보다 극동의 고립된 

북한의 분노를 사는 것이 낫다고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비판이 커지면서 레드 던은 완성 

후에도 2년 동안 개봉되지 못했으며 

결국 중심 스토리라인이 변경됐지만 

파산하고 말았다. 

DailyMail.com은 "중국군 상징을 

북한군 상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값비싸지만 

키보드를 몇 번만 클릭하면 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새로운 악당의 선택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2400만 명의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나라가 바다 건너 

3억 1300만의 건강한 인구가 살고 있고 

완전 무장된 국가를 침략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1984년 버전에 출연한 배우 C 

토마스 하웰(C. Thomas Howell)

은 USA 투데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메이크의 변화를 조롱했다. 

하웰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침략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엔 멍청한 짓이다”

라고 말했다.

중요한 이유: 국제 협업에는 조건과 특정한 

양해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은 레드 던의 

제작자들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배운  

비싼 교훈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MGM 내부자는 엔터테인먼트 뉴스 

사이트 Vulture.com과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며 

“헤지펀드가 MGM을 소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MGM은 영화 개봉 전에 

파산했다. Vulture.com은 소니 

픽처스가 배급을 담당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MGM 내부자는 Vulture.com과의 

인터뷰에서 "다국적 기업은 중국을 

화나게 만들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o

중국은 브룩스의 책을 금지했고, 
"해외 협력자"라고 신원을 밝힌 
사람들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중국에 
대한 모든 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룩스는 거절했다. 

브래드 피트(Brad Pitt)는 동일한 
이름으로 각색된 2013년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다. 브룩스와 달리 
파라마운트 임원들은 좀비 대재앙을 
일으킨 질병의 발병지를 중국으로 
지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요한 이유: 일부 평론가들은 
영화에서 중국이 발병지로 
언급됐더라도 스토리라인의 사소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무리 작아도 중국 
검열 당국이 영화를 거부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평론가들은 중국이 
거부한 프로젝트에 참가할 경우 
영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트는 1997년 영화 
티베트에서의 7
년에서 주연을 
맡았었는데, 
중국이 월드워
Z를 금지한 
이유가 피트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영화: 레드 던 (2012년)

로
이
터

위키피디아

영화 월드워Z의 뉴욕 
시사회에 도착한 맥스 
브룩스가 자신의 책을 
들고 있다.

위: 출연자 브래드 피트
(오른쪽)와 당시 약혼녀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가 월드워Z 베를린 
시사회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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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관계가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발전하고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경제 및 안보 과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무엇인가? 
하나의 접근법은 지정학적 현상(status quo)에서 
공존하면서 경제 협상 및 외교 참여를 이용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서구식 시장 경제로 계속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아래 설명하겠다.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정책은 경제 및 지정학적 
현상을 뒤집는 방향으로 너무 발전했으며 시  
주석은 전임자보다 그러한 혼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의 경제 및 안보 정책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하며 고속으로 현대화 중인 
인민해방군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주도 시장 경제를 
이어받았다. 중국은 1979년부터 연간 약 10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 통제와 안정을 지키는 주도적인 국가 
역할은 중국 공산당이 유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시 주석이 시장 기반의 경제 발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국가 통제를 강화했다. 
그는 규제와 신용 보조금을 이용하여 중소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보다 국영 기업과 탄탄한 연줄을 가지고 있는 
민간 대기업을 우대했다.

경제
갈등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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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갈등 

인도 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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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또한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자금을 이용한 전임자의 노력도 강화했다.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범정부 계획"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은 컴퓨팅 
하드웨어부터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생명 
공학부터 운송 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자급 자족을 추구한다. 자급 자족에 이어 해외 
시장 침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시 
주석은 미국, 서유럽, 일본,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분산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첨단 제품 분야의 
글로벌 노동 부문에 중국이 진출하는 것을 구상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보조금과 규제를 이용하여 중국 업체를 
위한 국내 시장을 키운 후, 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 둘째, 표적이 된 
첨단 기술 산업은 민군 겸용의 군사 적용이 있어 미국군과 
동맹군이 누리는 기술적 이점을 좁히거나 극복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시 주석은 기존보다 단호한 수사와 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전임자들의 군비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국방비 지출이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고 인민해방군은 질적인 면에서 
인상적인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 주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덩샤오핑(Deng Xiaoping)의 대외 정책으로부터 분명히 
돌아섰다. 시 주석의 중국몽은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중심 
역할을 되찾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국몽은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제도부터 타이완, 9단선 영유권, 인도의 
히말라야 국경까지 중국의 전 동부 및 남부 주변에서 
진행 중인 공격적인 정책과 부합한다. 이외에도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 세계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일대일로 계획도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주석은 기존 경제의 노동 
분업에 참여하고 기존 안보 구조 내에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로 기존 질서를 
대체하려 한다. 이 경우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타이완의 
첨단 기술 산업이 지역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경제 
성숙간에 지역 내 중하위 소득 경제가 기치 사슬의 윗 
단계로 이동하지 못할 수 있다. 시 주석의 비전이 결실을 
맺으면 중국이 정상에 있고 나머지 지역 경제는 바닥에 
있는 통일된 지역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군이 질적 우위를 잃고, 시 주석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으면 다양한 경제 및 군사 채찍과 당근을 이용하여 
지역 조율을 억지하고 실질적인 양보와 외교적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속 불가능한 현상 
덩의 시장 개혁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의 경제는 
서구식 시장 경제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이 
국가 주도 정책에 따라 금융 및 규제 차별과 기술 도용을 
이용하여 연줄이 좋은 대기업을 우대하고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쌓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은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중국은 노동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고 이 산업은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일반적인 시장 경제로 계속 진행한다면 
중국의 거대한 국내 시장은 서방의 자본 집약적인 첨단 
부문에 거부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인내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 현상유지 정책은 
근본적인 지정학 및 경제적 변화에 의해 점차 훼손됐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1970년대 이후 미중 안보 협력의 
기초가 됐던 거대한 공통의 적이 사라졌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벼랑끝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족주의(이른바 애국주의 교육)를 
되살려, 정당성을 회복하고,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의 현대화를 꾸준히 이룩함으로써 점차 해외 
자본 집약적인 산업과 직접 경쟁하게 됐다. 중국의 국가 
후원은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조금은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정복을 용이하게 했다. 더 최근에 
시 주석은 군사력 사용을 비롯하여 공세적인 조치를 통해 
그러한 적극적인 안보 및 경제 정책을 강화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오랜 대중국 정책 
합의를 깨뜨렸다. 이제 중국이 군사위협인지 아닌지에 

베이징에서 빨간 재킷을 입은 여성이 눈 디자인으로 장식된 새로운 쇼핑몰을 
지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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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심각하게 토론하는 정치 지도자와 정책 엘리트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자본 집약적인 첨단 기술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한편 그들의 
중국 경쟁사들은 보조금과 훔친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부당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당은 이러한 현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여론도 이를 다루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국가 
안보 전략과 공정 무역 규범 준수 강화 및 중국 시장 접근을 
위한 관세 사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명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조건을 바꿈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만 향후 대통령들도 새로운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전망 
구조적 정치 특성과 개인적 성향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이 
중국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소셜 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입력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은행들과기타 금융 서비스 기업도 통제해야 한다. 
중국은 방위 산업과 별도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다양한 민군 겸용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모든 경제 부문에 동등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구식 법치가 
아닌, 공산당 엘리트와 대기업 간 일련의 복잡한 현지 
파트너십을 이용한 시장 개발을 지원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통제와 뿌리 깊은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의 전체 규제 접근법을 전환하지 않고, 
연줄을 가진 기업에게 특별 대우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문제를 

중국과 미국 지도자 사이의 협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과 
무역의 미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 주석은 앞으로도 중국 내 단일 
세계 공급망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자본 집약적인 첨단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것이다. 

2020년 6월 1일 홍콩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다섯 손가락을 펴고 “다섯 
가지 요구 –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라는 슬로건을 표현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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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열린 경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더욱 단호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급자족의 필요성은 인민해방군을 미국군과 
대등한 군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민군 겸용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 주석의 바람에서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 사이의 협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과 무역의 미래를 전망하지 않는다. 시 
주석은 앞으로도 중국 내 단일 세계 공급망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자본 집약적인 첨단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 경쟁사로부터 국내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를 보호하여 대부분 독립적인 2차 
공급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응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관세 및 연구 개발 
보조금을 사용하여 기술 독립성과 가능하다면 인공 지능, 
고성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항공 전자 및 로봇 같이 
중요한 민군 겸용 첨단 부문의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 
통신, 컴퓨팅, 제약 등 군사 전략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신 네트워크, 전자 뱅킹 및 결제 
네트워크, 전력망 같은 중요 인프라는 화웨이 규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많은 고급 시장에서 중국과 
계속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및 중국의 보조금 및 기술 도용에 대한 
보복을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조치는 다자간 협상을 거쳐 시행할 
경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평행 공급망을 국가나 
지역 내에 구축하면 효율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평행 
공급망은 광범위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동 
부문에 구축해야 가장 견고하다. 즉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해야 한다. 독립적인 공급망을 
보호한다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형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생산 능력과 협상력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공급망에서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협상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공동 경제 정책 노력은 공통 지정학적 
위협에 의해 구속되어 있으며, 집단 대응 시 가장 
효과적이다. 중국 시장, 기술,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군사 역량과 독자적인 외교 및 전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좋은 예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 중국의 반응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은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보호하고 지원했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방어 조치를 
취하자, 중국 국민의 한국 관광을 차단하고 비공식적인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 보복했다.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성을 원하겠지만, 한국이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평행 공급망을 확보하면 중국 
밖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국방 전략을 선택하는 자유도 지킬 수 
있다. 한국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보복은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 이보다 
큰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최근에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산 보리와 소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경 통제 및 불매 운동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며, 
코로나19의 발병지 및 전파에 대한 조사를 지지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응했다. 인도, 아세안 회원국, 
타이완에도 동일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거듭 사용하여 다른 나라의 외교적 독립성과 
군사적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은 공동 행동을 취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강점과 독립성을 보존할 것이다.

미국과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 
사이의 폭넓은 경제 및 안보 협력은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경제적 도전과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대응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한 광범위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보호하면 경제적 자율성과 강점을 지킬 수 
있다. 이는 군사적 역량과 전략 및 외교적 유연성을 
보호하여 지역 연합 역량을 극대화하고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과 
군사적 안보는 인도 태평양 정부가 자국에 적합한 
국익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행동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  o

중국 저장성 이우의 이우 도매 시장에 중국(왼쪽), 중국 공산당(중앙), 미국 국기가 
걸려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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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0년 8월 중순까지 전 세계에서 2200만 명 
이상이 감염되며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싱가포르부터 도쿄까지 공황에 빠진 구매자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 산업이 봉쇄되고, 인도 태평양 

지도자들이 개인 보호 장비부터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찾는 공급망의 심각한 약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새로운 과제도 부상했다. 즉 공급망 복원력을 
구축하여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0년 6월 초 니시무라 야스토시
(Nishimura Yasutoshi) 일본 경제재생담당 대신은 "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며 “공급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다각화하여 공급원을 넓히고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망 복원력을 분석하고 일부의 경우 재배치 
의사가 있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인도,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의 담당자들도 그의 발언에 공감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는 기업의 생산 
시설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일부 일본 정부 담당자들은 
국가 안보 때문에 공급망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코로나19로 공급망 취약성이 새롭게 드러나긴 
했지만, 일본 지도자들이 복원력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중국의 인건비가 치솟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였다고 보도했다. 인건비 인상으로 일본에서 "중국 
플러스 원" 전략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이것은 중국에 
공장을 짓는 한편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에도 최소한 공장 
하나를 배치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이다.

블룸버그 뉴스의 2020년 6월 보도에 따르면 피치 
솔루션의 아시아 국가 위험 연구 책임자 안위타 바수
(Anwita Basu)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 플러스 원 제조 허브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중국은 여러 국가의 
생산 능력을 다 합쳐도 중국의 생산 능력의 일부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방대한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다각화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인도 태평양 업계와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여전히 위험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타이완 당국은 국내 
기업에 중국 본토 밖에 "비적색 공급망”을 구축하라고 
권장했다. 타이완은 국내에 투자한 기업에 저비용 대출,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행정 간소화를 제공하는 법을 
승인했다. 2020년 5월 세계적인 컴퓨터 칩 제조사 중 
하나인 대만적체전로제조주식유한공사가 미국 서부 
아리조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공급망 
재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싱가포르도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부 장관은 
공급망을 마비시킨 코로나19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NBC의 스쿼크 박스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오늘날 중국은 저급 저가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고급 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즉, 전 세계의 
공급망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찬 장관은  
"싱가포르는 필수품에 대해 수요가 급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현지 역량을 신중하게 구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상품의 원산지, 인력의 출처, 상품 공급 시장”은 
물론 싱가포르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운송사도 포함된다.

그는 중국 중심 공급망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과거 태국과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했던 쌀 공급원을 다각화했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가 
일본과 인도에서도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는 기업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잡지는 
2020년 3월 발표한 분석에서 세계 1000대 기업이나 그 
공급업체가 중국, 이탈리아, 한국의 코로나19 검역 지역에 
공장, 창고, 기타 시설을 비롯한 1만 2000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은 직접 거래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공급업체 중 어떤 업체가 중국 내 영향 지역에 
있는지 서둘러 파악했다. 분석은 “많은 기업들도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한 업체에만 의존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공급망 관리자는 단일 소싱의 위험을 알면서도 

포럼 스태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드러난 
중국 중심 공급망의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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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확보하거나 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선택을 유지한다"며 “종종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고 그러한 옵션이 중국에만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각화를 통한 기회 창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복원력을 구축하면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더 
이코노믹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하쉬 바르단 
슈링라(Harsh Vardhan Shringla) 인도 외교부 
장관은 2020년 6월 연설에서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생산 및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하여 하나의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저비용 제조 허브로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이며, 중국보다 민주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투명성이 높은 인도와 
협력할 경우 기업들이 공급망의 부족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는 
제조력의 일부를 제약 원료에 집중하여 중국 
내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입은 제약업체의 대체 
공급자가 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필수 약품 원료를 파악하고, 국내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영 제약업체를 되살리려 한다.

세계 최대 일반 약품 수출국인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료 부족을 겪었고, 
이러한 현상은 해당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성의 위험을 보여줬다. 인도는 일반 
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 물질의 
거의 70퍼센트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들 
공급원의 일부는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베이성 지역에 있다. 

인도 정부는 공급망 재편에 착수하기 

위해 2020년 3월 미화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제약 허브 3개를 설립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53개의 주요 시재료와 
원료의약품을 파악했다. 여기에는 해열제 
파라세타몰과 페니실린 및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항생제가 포함된다.

인도 태평양에서 인도만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기업들이 
중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과 낮은 토지 가격으로 오랫동안 
혜택을 봤다. 미국 소재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존스 랭 라살레의 2020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전혀 느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인구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약 36퍼센트 급증한 반면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은 16.2퍼센트 감소했다. 존스 랭 라살레의 
동남아시아 산업 및 물류 책임자 스튜어트 
로스(Stuart Ross)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에 끼친 영향 때문에 2020년 데이터가 
왜곡되겠지만 제조업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코로나19로 인한 물자 부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촉진될 수 있다.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파트너 동맹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네트워크에 디지털 
비즈니스 및 에너지부터 연구, 무역, 교육까지 
모든 것에 대해 단일 표준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과 시민 단체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0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델리 약국 직원이 일반 
약품에 대한 주문을 받고 
있다.

직원들이 베트남 타이 
응우옌 의류 공장에서 
생산된 안면 마스크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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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협력하여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공급망을 구성하는 방법"
도 논의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 경제 성장 정책을 개발 
담당자인 키스 크라크(Keith Krach)에 따르면 미국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은 “자유 세계의 사람들”
을 보호하는 공급망의 확대와 다각화다. 크라크는 
제약, 의료 기기, 반도체, 자동차, 섬유, 화학제품 
등의 중요 제품에 대해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제 해소
중국 제조업이 국제 공급망에 너무 깊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추진하는 
다각화와 복원력이 하룻밤 사이에 구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 정부가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국내 생산 유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중국 제조 허브에 이미 방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이터는 무역부 조사를 
인용하여 2018년 3월 기준으로 일본 기업이 중국에 
보유한 계열사가 적어도 7400개라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2008년보다 60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자동화 발전 확대와 인공 지능 기반 기술 도입이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 재팬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업체 로옴 
주식회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노동 집약적인 
후공정을 완전 자동화하여 일본에 새로운 조립 
라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은 비용 때문에 중국에 공급망을 
유지할 것이다. 디스플레이 패널과 텔레비전을 만드는 
샤프는 중국으로 제품을 보내 여기서 백라이트, 커넥터, 
기타 부품을 추가한다. 이러한 공정에는 수작업 테스트와 
기계 조정이 필요하다. 2016년 타이완의 폭스콘이 
인수한 샤프의 대변인은 "후공정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일본으로 
복귀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
공급망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대한 유통 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송 인프라가 뒷받침하는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조 우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복잡한 기계의 작동 교육을 
받은 많은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 
기술 대학교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의 정책 연구 
그룹 어소시에이트 리서치 펠로우 요가난탄 S/O 테바
(Yogaananthan S/O Theva)는 논문에서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에서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조업 본국 회귀 압박과 제조 허브로서 중국이 
갖는 매력 사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지리경제학적 
긴장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는 접근법을 피해야 한다"며 "대신, 민첩하게 
행동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전환하여 공급망 복원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멀티소스 공급망 
구축에 투자하는 것과 기업이 폐기한 물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극대화하여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발생한 혼란을 예측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가시성을 달성하기 위해 코닝, 에머슨, 
헤이워드 서플라이, IBM 등의 기업은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부터 배송까지 자산을 
추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감사 트레일을 만들고 
있다. 테바는 "이러한 데이터로 무장한 기업들은 
문제가 생길 특정 공급망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체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나든, 단순히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복원력을 구축하든 인도 태평양 산업 
지도자들은 중국의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
(status quo)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히타치 
회장 겸 일본 최대 비즈니스 로비 책임자인 나카니시 
히로아키(Nakanishi Hiroaki)는 2020년 5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며 “갑자기 모든 생산 시설을 
일본으로 복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특정한 
한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그 국가가 
봉쇄되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o

“공급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다각화하여 공급원을 넓히고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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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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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러시아는 인도 태평양에 
전략적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멀리 
떨어진 외부 국가다. 러시아는 본격적인 해양 강국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대륙 지정학에만 집중해왔고, 
현재 이 지역의 규칙 제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 
태평양 개념이 도입되고 지역 내 국제 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기존과 같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일관된 인도 태평양 교리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버전에 체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개념 논쟁은 물론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진 지역 
국가들 사이의 대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아시아 전략으로 전환하여 지역 연결 고리를 
다양화하고, 무게 중심을 중국 전략으로 크게 옮김에 따라, 
혹자는 러시아와 인도 태평양은 서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인도 태평양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미미하고 하찮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오해를 일으킨다. 러시아는 
겉으로는 활동이 미미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 
및 에너지 거래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정학의 중요한 
주체가 됐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 해군은 인도 
태평양에서 활동을 늘린 것은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필리핀과 산호해에서 훈련하기도 
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015년부터 해군 임무 그룹과 
수많은 기동을 실시하여 남중국해나 인근 지역을 통과하고 
지역에 막대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

또한 러시아는 베트남을 도와 구 소련의 군사 기지였고 
베트남 전 당시 미국이 함정 및 항공기용 기지로 사용했던 
깜라인만에 잠수함 기지 및 수리장을 건설 중이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연구소의 그리고리 록신

(Grigory Lokshin) 박사는 이러한 활동으로 해당 시설이 
러시아의 자체 군사 기지로 바뀌진 않겠지만 베트남 
대통령이 러시아가 그곳에서 전략적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9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는 
관측통들이 러시아와 중국, 인도 같은 강대국 사이의 
대규모 거래에 주로 집중하면서 소홀히 하는 사이에, 
러시아가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가 중국과 인도산 무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러시아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러시아의 
판매량이 미국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글로벌 무기 수출국로서 가진 입지가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동남아시아가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주요한 지역이 아님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로리 연구소의 온라인 간행물 더 인터프리터가 2019년에 
보고한 일부 평가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다른 나라를 뛰어넘었으며 현재 러시아의 
현재 총 무기 판매 중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무기 거래가 결코 무기 거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인력 교육, 장비 유지 보수, 군사 기술 협력, 때로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대 인도 
태평양 무기 수출 증가는 지역 지정학에 복잡성을 더한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 지역에서 커지는 러시아의 
군사 영향력이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을 통합하는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 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정밀하게 
투입하여 중국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는 "베트남이 러시아에서 
구입한 무기(성능이 향상된 첨단 킬로급 잠수함 6척, 
신형 수호이 Su-30MK2 다목적 전투기 12대, 제파드-3 
프리깃함 2척, 해안 방어 대함 크루즈 미사일 K-300P 
바스티온-P 또는 SS-C-5 STOOGE 2대 포함)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전략적 
라이벌의 무장을 강화하여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고 
중국 러시아 협력을 훼손하려 하는가? 아니면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가? 

두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 당혹스러운 역학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은 단순한 제로섬 논리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태평양 내 러시아의 
성장과 중국이 이를 

수용하는 이유

알렉산더 코롤레프(ALEXANDER KOROLEV) 박사/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언뜻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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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냉전 당시 소련으로서 이 지역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전 비동맹 서구 식민지였다. 역사적인 유대 
이외에도 인도 태평양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설명하는 
지정학적 해석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견제, 차단 또는 좌절시키는 것과 관련 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실존적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 국방부의 2019년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준비, 
파트너십, 네트워크화된 지역 증진”에 따르면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인도 태평양에 "재활성화된 유해 주체"로 
인식하는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체계적으로 견제하는 
관점에서 인도 태평양 프로젝트를 파악한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물론 중국의 위협을 받는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더 큰 글로벌 전략과 일치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두마주에서 베트남에 
군대를 재주둔시키는 것을 내부 논의했다. 일례로 러시아 
신문 파를라멘트스카이아 가제타(의회 신문)의 2016년 
10월 분석에 따르면 깜라인만 군사 기지로 복귀는  
"미국에 있는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가 외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러시아 국방안보연방위원회의 첫 부의장 프란츠 
클린제위츠(Franz Klinzewitsch)는 기사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는 쿠바와 베트남에 군사 기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는 Tu-95 전략폭격기를 재급유하는 데 
사용됐던 IL-78 급유기를 깜라인만에 배치하여 일본과 

미국령 괌 인근에 대한 순찰을 재개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갈등 분석 및 해결 대학원의 연구원 니나 르(Nhina 
Le)와 싱가포르 난양 기술 대학교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의 코 스위 린 콜린(Koh Swee Lean Collin)은  
2015년 3월 더 디플로매트에서 2015년 1월 미국이 
러시아에 기지 사용 허가를 준 것이 지역 내 긴장을 
높인다며 베트남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책을 견제하는 논리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개념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에도 반영되어 있다. 
러시아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아세안의 지역 
중심성을 훼손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고리를 만드는 
것을 명시적으로 노리는 냉전 시대 블록 정신에 바탕을 
둔 인공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 옵저버 리서치 재단의 
학자 니베디타 카푸어(Nivedita Kapoor)와 난단 
운니크리슈난(Nandan Unnikrishnan)이 2020년 
1월 발다이 토론 클럽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이나 유라시아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러시아의 일부 동남아시아 전문가는 
중국, 인도, 아세안 회원국이 모두 러시아의 
친밀하고 귀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들 사이에 “불행한 동향”을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러시아 
학술원의 전문가 빅토르 섬스키(Victor Sumsky)
박사는 그러한 면에서 이들 국가와 러시아의 
특별한 관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과학원의 드미트리 모스야코프
(Dmitry Mosyakov) 박사는 러시아도 중국 
베트남 협력과 같은 형태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지리전략적 목표는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이용하여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는 것이 아니다. 대신, 중국은 물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라이벌과의 관계에서 공통 분모인 
미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본 이런 체계적인 견제 논리는 
러시아의 무기 수출로 인해 남중국해 라이벌의 군사 
역량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상황에 만족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러시아의 
진출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지고 중국을 견제하도록 막지는 못하더라도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 현재 동향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대안은 중국에 더 나쁘다. 둘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불행한 동향을 해소하려는 
러시아의 열망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러시아에서 구입한 베트남 해군의 첫 킬로급 잠수함이 2014년 1월 베트남 깜라인만에서  
출항 중이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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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커지면 그렇지 않을 경우 라이벌이 되었을 
국가와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커지며 이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의사결정자들은 특히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글로벌 정치 사안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과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중국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중국이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에너지 기업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협력하지 못하게 압박하면서도 러시아가 
베트남 근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국의 지역 지정학적 
계산에서 러시아의 특수한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러시아가 동남아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나 지역과 군사 교류하는 것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구성이 미국에 갖는 
함의는 매우 크다. 러시아는 자국의 다극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받고,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긴장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에너지 자원과 군사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진다면, 
이는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러시아 
미국의 협력과 중국 미국의 협력이 제한될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모든 인도 태평양 국가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비전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와 군사 기술적 연계를 확대하고 이를 중국이 
받아들이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 
사이에 존재하는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접근 방식은 
미국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견제 논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같은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부 미국 전략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 
주도적인 전략은 아닐 것이다. 대신, 미국은 중국 
러시아 군사 협력 분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인도 
태평양의 풍부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o

러시아의 
국가별  
무기 판매 
(2015-2019)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는 알제리, 벨라루스,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의 무기 주요 
공급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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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타티스타, 202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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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가능 시나리오와 그 결과
  드루 닌니스(Drew Ninnis) 박사/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미래에 
중국이 포함되는가?

러시아의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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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르의 충성스러운 오프리치니크(경비병) 안드레이 
다닐로비치 코미아(Andrei Danilovich Komiaga)는 “유럽 
신사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쌓았는가!"라고 외쳤다.  
“그들은 성실한 러시아 국민의 노고를 생각도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가스를 빨아들였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가! 니스에 또 추위가 찾아왔다고 
했던가? 이제 유럽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차가운 
푸아그라를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맛있게 드시라! 
중국이 유럽보다 똑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련 붕괴 후 선동가 블라디미르 소로킨(Vladimir 
Sorokin)이 자신의 소설 《오프리치니크의 날》에서 
묘사한 러시아(그리고 중국)의 미래다. 2028년 신 러시아에 
세워진 차르 정권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유럽과의 
국경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워 "저주받은 사이버펑크,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다원주의자, 무신론자 등의 
불신자로부터 악취를 막아냈다!" 러시아에는 중국 기술이 
넘쳐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반(Ivan) 뇌제의 봉건 구조
(또는 차세대 러시아 지도자들이 실현했을 수 있는 강력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소로킨이 제시하는 답은 환상에 가까워 보이나, 그가 
제시한 질문은 일고의 가치가 있다. 2028년 이후의 
러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러시아의 미래에 중국이 
포함되는가? 그리고 이 잠재적인 미래가 유럽과 나머지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러시아와 중국의 
궤적이 서로 얽히면서 미국, 유럽, 동맹국은 21세기를 
형성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예측하고, 알리고,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러한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다.

물론,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이와 같은 미래 
분석은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래 분석은 
소로킨처럼 현란한 풍자가 아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잠정적인 예측과 반사실적 사례에 대해 주요 동향, 지표, 
가용한 경험 데이터를 고려한 후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본 분석은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미래를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양국의 상호 
역사와 사용 가능한 방법을 고려한다. 둘째, 양국의 
잠재적 동향과 미래를 고려한다. 셋째, 미래를 형성하는 데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중추적 역할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미래의 잠재적 시나리오와 전략을 고려한다.

근본적인 정책을 적용한 이러한 추축은 서방 국가들이 
어떠한 미래를 선호할 것인지, 또 모두에게 최선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고민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 다양한 잠재적 대응 계획을 세우되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

중국의 잠재적 미래
중국의 미래, 특히 가능성의 영역을 정의할 수 있는 동향과 
부문을 살펴보겠다. 중국의 물리적 환경, 인구 구성과 경제, 
중국의 정치와 사회, 중국의 대외 관계 및 안보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향후 전략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데 중국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중국 환경의 미래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나쁜 소식인데, 환경의 동향은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장기적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의 
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에 근접하고 있으며 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2050년까지 선진국의 총 배출량을 급격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OECD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중국은 비재생 전력 생산을 늘리는 데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이는 전 
세계는 물론 지역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경작지는 2000년 1억 1800만 헥타르에서 불과 15년만에 1억 
600만 헥타르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량 안보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작지는 1억 7500만 헥타르에서 1억 5400만 헥타르로 여전히 
크게 감소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단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대규모 농산물 교역 파트너국의 수를 빨리 늘리지 못하면 

그림 1: CO  배출 – 중국, 미국, OECD, 세계
(백만 킬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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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미국산 농산물에 여전히 의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자연 재해로 매년 평균 700만 명의 

국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지표 또한 
우려를 자아낸다. 수자원 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대기 오염 노출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그림 2).

이 조사의 요지는 중국이 겪게 될 미래 환경 문제에서 
직접 비롯된 다른 부문(인구, 경제)의 성장이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물, 식량, 에너지의 결합이다. 중국의 식량 및 에너지 
수요와 함께 이러한 환경 문제가 커지면 성장을 뒷받침할 
물이나 기타 주요 자원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과 미래를 제한하는 두 번째 요소는 인구다. 
중국의 독재적인 인구 통제(한 자녀 정책 포함)로 인해 
2025년이 되면 중국은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의 자리를 

인도에 내주게 될 것이다. 인도는 인구가 205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빠르면 2030년 
초에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2040년이 
되면 OECD 회원국의 총 인구에 추월당할 것이다(그림 3). 
이는 중국이 부를 구축한 기반,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제조 경제와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구축된 무한한 
경제 성장 역량이 침식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 국가 
인구의 청년층과 인구 규모에 세계 경제의 규모와 성장이 
달려있다면, 조만간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희생으로 인도가 
부상한 것인지 묻게 될 것이다.

나쁜 소식은 이것 하나뿐이 아니다. 중국의 인구는 
줄고 있고, 동시에 노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즉, 더 적은 

그림 2: 중국의 주요 환경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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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의 인구 및 노인 부양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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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노동자가 더 많은 수의 은퇴자를 부양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늙기 전에 부유하게 성장하고 세계 경제의 
가치 사슬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은 중국 공산당의 강점과 효과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공산당 자체의 내부 안정성이 있다. 공산당은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지도 아래 단결된 것 같지만 보기보다 훨씬 
분열되어 있고 내부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2012년 
9월 시 주석이 2주 동안 사라졌을 때 그의 취임식은 거의 
중단됐다. 이에 대해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시 주석이 
회의 중 논쟁에 개입하려 했을 때 한 고위 지도자가 던진 
의자에 시 주석이 맞아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외 관계와 안보 측면에서 이는 중국 공산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프로젝트, 즉, 시 주석의 "중국몽"
을 실현하고, 지정학적 필수 요소를 공고히 다지고,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몽은 중국의 미래 부와 
권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성장하려면 20년의 기회의 창이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경제나 정치 질서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한 질서의 대부분이 현재 중국에 유리하게 작동하며 
유지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적, 정치적 순서로 외부 환경 
통제를 위해 내부 환경을 통제하는 구조를 모방하기 위해 
은밀히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대일로는 
기반 작업으로 기능한다. 중국은 이를 수행하면서 지정학적 
필수 요소를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 즉, 접근 금지/ 지역 거부 
군사 전략을 통해 외부 개입을 억제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을 유지하고, 신장 및 홍콩에서 영토 무결성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은 다른 역량 있는 국가와 군사 분쟁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정학적 필수 요소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작은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훼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래는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인 실행에 달려 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전에 부유하게 성장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중국 공산당이 외부 세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부의 위협과 불안정을 더 두려워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의 잠재적 미래는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지 여부와 중국 
공산당의 수행력과 정당성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이끌고 
있다. 이 두 가지 동향을 X축과 Y축에 표시하면 흥미로운 
중국의 네 가지 잠재적 미래가 나타난다(그림 5).

역량, 수행력/정당성이 높은 미래에서 중국은 중국의 
첫 황제 진시황처럼 미래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과 
내부 안보를 강력히 통제할 것이다(진시황은 모든 사안에 
대해 중국인의 삶을 "철권 통치"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대부분에게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 것이다. 역량이 
높고 수행력/정당성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청나라 후기가 
재현될 것이다. 경제가 호황을 맞고 많은 부가 국내와 
해외의 주체로 이동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이 점차 
빠르게 무너지면서 중국 사회의 자유화나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주체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행력/정당성이 높고 역량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악조건 속에서 중국을 개혁하려는 마오쩌둥(Mao Zedong)
의 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력하게 국민을 통제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고, 나라의 
성장은 멈추고, 세계 경제의 발전을 목격한 가난한 국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세계 

그림 4: 주요 중국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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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최악은 수행력/정당성이 낮고 역량도 낮은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3국 시대의 불안정이 재현되어, 조화가 
무너지고 붕괴가 확산된다. 

중국의 미래를 단순하게 예측해 봤지만, 이중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다양한 상태를 구상하고, 
일대일로의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중국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고찰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잠재적 미래
향후 전략 측면에서 러시아는 서방과 도발과 양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도하면서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대립이나 봉쇄 정책을 실행하거나 가능한 
부문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데 베팅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게는 
중국과 유라시아에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추진하여 가능한 
부문에서 새로운 시장과 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자원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영향을 완화하면서 내부 복원력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세 가지 
목표가 일대일로와 직접 교차하고, 러시아가 일대일로의 
핵심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부활한 러시아가 
서방의 압력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과 수단을 찾아 현재 
경제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안정을 이루는 것은 소로킨이 
상상한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흥미롭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러시아의 선택적 
미래로 이어진다(그림 6). 중국의 선택적 미래를 구성하는 축 
하나가 중국 공산당의 효과와 권위에 달려있었다면, 러시아의 
경우 국내 저항 수준과 그러한 저항이 러시아 엘리트의 

목표를 얼마나 방해하는가에 더욱 연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래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국의 경제 역량과 
능력이 핵심이었다면, 러시아의 경우는 좀 더 간단하다. 즉 
러시아의 경제가 부활했는지 아니면 침체됐는지를 물으면 
된다. 러시아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묘하게 
다르며, 각각의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다른 내부 구조와 강점 
및 취약성의 원천을 보여주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경제적으로 강하고 통일된 러시아가 표트르  
2세와 유사한 무언가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의 미래 
지도자와 엘리트는 동방과 독특한 관계와 정체성(새로운 
네르친스크 조약 또는 특별한 우호 관계)을 구축하면서 서방의 
특정 국가에 도전하거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에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는 폴 
딥(Paul Dibb)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같은 과거 
냉전 시대 전사들이 논의했던 주제기도 하다. 반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강하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된다면 니키타 흐루쇼프
(Nikita Khrushchev) 초기가 재현될 것이다. 당시 엘리트들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탄압기 및 해빙기를 오가며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전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외교 정책이 내부 변화에 의해 추진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내부 불만이 적은 러시아는 레오니트 
브레주네프(Leonid Brezhnev) 시절의 침체를 재현할 것이다. 
러시아는 후퇴하고 누구도 특별히 행복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내부나 외부적으로 극적인 행동을 
막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불만이 
높고 경제가 붕괴한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인의 마음에 가장 강력히 남아 있는 시기로서, 당시 

그림 6: 러시아의 선택적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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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에서 보리스 옐친
(Boris Yeltsin)으로 정권이 바뀌고 러시아 정부는 "충격 요법"
을 통해 경제를 개혁했다. 중국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도 붕괴와 불확실한 전환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반드시 
붕괴하거나 분열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국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동결분쟁(체첸,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아, 도네츠크, 크림반도)과 러시아가 위성 국가로 
인식하는 나라들을 감안했을 때 확신할 수 없다. 러시아가 
압력을 받아 분열되면 수많은 동결분쟁이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부활한 공격적인 러시아보다 
더 나쁜 것은 붕괴하는 러시아라는 현실을 직면할 것이다. 

일대일로 
마지막으로, 일대일로를 고민하고 선택적 미래에서 일대일로가 
어떻게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인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2013년 시 주석은 중국몽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의 일환으로 
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의 명칭은 2016년에 일대일로로 
변경됐다. 미화 5750억 달러 상당의 철도, 도로, 항구, 기타 
프로젝트로 구성된 일대일로는 6개의 육상 회랑으로 이루어진 
실크 로드 경제 벨트와 중국이 정의한 21세기 해양 실크 로드 
건설을 목표로 한다. 2019년 3월 현재,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125개국이 중국과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이들 125개 국가 중 71개만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대일로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수치에는 
과장이 포함됐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belt)
와 로(road)에 대한 혼란도 설명이 필요하다. 육로는 "대(belt)"
라고 한다. 육로가 있는 지역에서 산업과 시장을 연결하여 
중국의 글로벌 야심에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로
(road)"는 해로를 의미하며 항구 사이에 상품을 이동시킨다. 

여러 논평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는 경기 
둔화에 직면해 있다. 이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부채와 경쟁력이 없는 
국가 통제만 사용했지만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저렴한 수출 제조업 경제에서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예: 자동차, 자체 기술, 금융)를 
공급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거나 부자가 되기 전의 고령화를 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대일로가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현재까지 두 가지 
이론이 경쟁하고 있다. 정치학자 브루노 마카에스(Bruno 
Macaes) 같은 “맥시멀리스트”들은 일대일로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세계 질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마카에스는 "유라시아의 양 끝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속도와 구조를 통제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로 훨씬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도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은 기존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격차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주변 국가들의 
무역량은 30퍼센트, 잠재 외국인직접투자는 70퍼센트 
뒤쳐지고 있다. 일대일로 수송 회랑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무역 및 투자를 늘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고 
이들과 선의를 구축하여, 현재 가치 사슬 정상에 있는 많은 
OECD 국가를 제치고 세계 경제의 다음 단계를 이끌려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대일로의 홍보는 성공적이었으나, 사실 
이는 보기보다 훨씬 적은 것을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니멀리스트” 이론도 있다. 일례로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조나단 힐먼 (Jonathan Hillman)은 
"세계은행이 앞서 언급한 분석에 대해 면밀히 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는 너무 방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히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때로는 과연 
중국이라고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보고서에서 "일대일로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중국과 회랑 주변 국가가 심도 깊은 정책 개혁을 
채택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채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환경, 사회, 부패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특히 건설 부문을 활용하려는 영리한 
내러티브이며 중국에만 이득이 되는 프로그램에 해외 자본과 
바이인(buy-in)을 유치하기 위한 동시 마케팅이다. 또한 일부 
논평가들은 일대일로를 구성하는 프로젝트가 국경 경제를 
돕기보다는 중국이 이웃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부채의 덫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논평가들은 일대일로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상호 연결된 
당원과 기업으로부터 충성심을 얻고 부패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유용하는 것을 숨기는 은폐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 일대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선택적 미래 중 더욱 가능성이 높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한 질문이다. 
일대일로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좋지 않다. 일대일로는 취약성이 높은 나라에 
부채의 덫으로 작동했다. 스리랑카는 많은 돈을 빌려 새로운 
항구에 투자했으나, 채무 면제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국영 
기업에 99년 사용권을 승인하며 거의 이득은 챙기지 못하고, 
중국이 주요 해로를 따라 전략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락해야 했다. 미화 62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파키스탄에 일대일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유망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파키스탄의 심각한 부채 문제로 중단됐다. 
버마는 미화 75억 달러 규모로 중국과 항구 계약을 착수했으나 
미화 13억 달러로 규모를 축소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취소했고 미화 1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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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철도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몰디브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가 만연하면서 채무 면제와 
취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케냐의 발전소는 부패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케냐 법원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일대일로는 성과도 거두었다. 세계은행은 
일대일로에 연관된 경제체의 무역이 2.8퍼센트 ~ 9.7퍼센트
(전 세계 1.7퍼센트 ~ 6.2퍼센트) 성장했다고 추정한다. 이는 
과일 및 채소, 전자 부품 같은 시간에 민감한 부문의 중국의 
무역 파트너와 중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새로운 
수송로 덕분에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7.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대일로가 
맥시멀리스트의 주장에 크게 못 미칠 것도 분명하다.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다. 
중국이 미화 575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질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수십 년 동안 서독 
및 일본 재건을 비롯하여 수조 달러를 
투자하며 형성된 것이다. 학계는 결국 
붕괴하고만 평행 공산주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소련이 지출한 비용을 
추산하는 데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중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낙관적인 생각일 것이다.

답
원래의 질문 혹은 살짝 다르게 접근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중국의 미래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유럽, 아프리카가 포함되는가? 확실히 
그렇다. 일대일로가 중간 정도만 
완성되더라도 중국은 이들 모든 지역에서 
자원, 식량 안보, 새로운 산업 또는 중국의 생산 가치 사슬 내 
기타 요소에 관계없이 호혜적인 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시장은 중국이 국민의 부와 만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접근성, 저렴한 노동력, 기술,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들 시장은 중국에 가깝고, 중국의 투자 및 통제를 따를 수 
있으며, 중국과 함께 동일한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에 러시아가 포함되는가? 증거를 
살펴본 결과 도출한 답은 가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자원, 시장, 지리, 경쟁, 러시아의 전망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자원 면에서 러시아는 별로 
제공할 것이 없다. 주로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를 러시아보다 경제 동맥에 가까운 다양한 
나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단순히 
자원 공급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상호 시장을 확보하여 강력한 양방향 무역을 보장하려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면서 후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양국은 우호 조약을 맺고 대규모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건설했지만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 가스 거래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장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가가치 상품을 
처리하기에 규모가 크거나 편리한 시장이 아니며 중국의 
상품은 러시아를 우회하거나 유럽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도 있다. 일대일로는 러시아를 
관통하는 대형 철도나 소설가 소로킨의 슈퍼하이웨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육상 "벨트"를 따라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 없다면 중국이 대량의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이동하는 수단은 여전히 해로인 것이 현실이다. 북극 
해로가 열리면 단기적으로 러시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를 우회하고 다른 운송 수단과 시장을 찾는 것이 
중국에 더 비용 효과적이다. 더불어 세계은행은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 회랑 내에 없으며 
일대일로의 혜택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은 공식 
동맹이나 행동 제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사안 별로 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특별 관계"라는 언급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러시아 
중국 관계에 상하이 협력 기구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 등 기구가 유지되고 
있지만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장기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 논의를 위한 포럼에 더 가깝다.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광범위한 러시아의 태도와 기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중국의 태도와 기질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 대해 막연한 공동의 불만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가 주도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방에게 분노하듯, 같은 문제로 중국에게 분노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동향을 고려할 때 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는 물론 2050년까지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새로운 질서 아래 자국의 국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무시할 것이다. 
러시아는 아쉬워하며 서방의 오래된 지정학적 경쟁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재적 전략
미래 분석가들은 다양한 선택적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 중국 관계가 

편리와 때때로 전략적 

동맹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볼 분명한 

이유는 없다.



55IPD FORUMFORUM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서방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를 상대하고 중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새로운 마샬 플랜, 중국의 통제 아래 "자강", 
러시아 통합, 또는 (영구) 대립 및 고립 등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마샬 플랜의 경우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은 
개발도상국 및 중국이 확보하려는 다른 나라에 다양한 시장과 
기회를 제공하여 일대일로와 경쟁한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 기타 개발 프로젝트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여, 중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틈새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룰 것이다(1990년대 일본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같은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렇게 방대하고 
값비싼 프로젝트에는 으레 단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규모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유럽연합,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세계은행의 활동, 
국제통화기금의 전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조지 C 마샬
(George C. Marshall),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재건, 국가 건설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던가?

두 번째 옵션은 중국의 통제 아래 자강으로, 이는 
중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현상이다. 이 옵션에서 주체들은 
인기는 없지만 강력한 황제, 심지어 부패한 하급 관료의 
통치를 따르면서 정권의 위험을 피하며 때를 기다리고 자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서방은 중국이 일대일로 아래 
주도하고, 중국에 유리한 곳에서 활동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익을 거두게 내버려둘 것이다. 선진국들은 
중국의 공급망에 통합되어, 중국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의 원활한 진출을 도울 것이다(예: 세계 무역 기구의 시장 
경제 상태를 통해). 이는 또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거나 
타이완을 지지하는 등 중국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제한과 
참여 국가에 대한 개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페이스북, 구글, 디즈니, 기타 기업은 이와 정확히 
같은 유형의 자강(약간의 문제 포함)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보여주었으며 더 많은 것도 기꺼이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일어난 미국 프로농구협회 논란에서 
협회는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트윗을 
올릴 수 없었다. 이러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것인가?

세 번째 옵션은 러시아를 유럽과 국제 사회에 재통합시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 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가장 
극적이다. 최근 러시아의 모험주의와 비행을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이 옵션이 실현되면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를 거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허용하면 
서방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주요 일대일로 목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의 적대감과 외부인 지위(우크라이나에 불리할 
것이 거의 확실함)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2008년 전에 바랐던 유럽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의 영향권은 물론 나머지 유럽 
내에서 러시아식 비즈니스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러시아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석유 정치와 다양한 차원의 부패나 회색 
합법성을 수반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그의 속국이 
서방과 협력하며, 1972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문호를 연 것과 반대로 중국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러시아와 
영원히 공존할 수 있을까?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 
동맹국을 넘길 수 있을까?

마지막 옵션은 서방 국가가 현재 접근법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협상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면 
대결하면서, 협상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전략을 계속해야 한다. 이 옵션이 제한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합의를 따르게 압박할 것이다. 이 
옵션을 택한다면, 경제 문제(일대일로)가 안보 문제(평행 
시스템 및 중국 권력 기반)로 계속 전환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회색 지대와 하이브리드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임계점 이하 작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두 진영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국가들을 
압박하면 평행 경제 및 정치 제도가 탄생할 것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고 투자를 
철수하여 중국의 불안정과 러시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미래 관계
현재 러시아 중국 관계가 편리와 때때로 전략적 동맹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볼 분명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선택적 
미래를 숙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서방 국가가 사고와 전략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하다. 몇 가지는 분명하다. 서방 
국가들은 자국이 원하는 미래를 신중히 생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고, 
상황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를 예리하게 
주시해야 한다.

안드레이 다닐로비치 코미아는 자신이 바라는 것처럼 
니스의 현실에 안주하는 신사들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겠지만 소로킨이 상상한 디스토피아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서방 국가와 그들의 미래 지도자는 많은 
계획, 예측, 미래 분석, 스마트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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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 2월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해군 대학원에서 열린 지역 간 저항 
실무 그룹 콘퍼런스에서 전 미국 

육군 대령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이 기조 연설을 했다. 당일 맥스웰은 대부분 
특수작전부대원으로 구성된 청중에게 정치전에서 
특수작전부대의 핵심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지역 및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도 공개했다. 
맥스웰은 그러한 전술을 공개하고 이해해야 
국가가 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은 미국 육군에서 30년 복무한 후 2011년
특수작전부대에서 대령으로 전역했고, 마지막 
임무로 국립전쟁대학교에서 국가 안보 전략 
교수로 활동했다. 그의 전문분야는 중국, 군사 및 
정치 세력, 북한, 미국 국방 정책 및 전략이다.

다음은 맥스웰이 지역 간 저항 실무 그룹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다.

특수 작전 부대는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위협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저는 주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및 서방의 영향력과 
개인의 자유,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인권, 
모든 인간의 존엄성 등 미국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공유하는 공통 가치를 훼손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내어 《무제한 전쟁》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1999년 인민해방군 대령 
두 명이 초강대국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집필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냉전 후 중국의 미국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이 추구한 이른바 군사에서의 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이 논문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무제한으로 사용한 

국가 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보 전술을 공개한다

이해하기
중국 공산당의 위협

2



2020년 밸런스 메탈 훈련 중 몰디브 국가방위군 특수작전부대가 미국 
특수작전부대와 함께 공유 기법, 전술,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방문, 승선, 
수색, 압수 작전을 실시하여 선실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 특수전 사령부



58 IPD FORUMFORUM

매우 예지력이 높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가기밀 취급자 신원조회 기록을 해킹한 후 미국 
인사관리처로부터 이를 알리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
무제한 전쟁》을 다시 읽었고 이 논문에 이후 공격을 위한 
데이터 해킹과 확보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논문은 1999년에 
작성되었습니다.

2004년 제가 국립전쟁대학교에 있을 때 중국 국방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연설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연설을 듣고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장관에게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무제한 전쟁》이 
미래를 탁월하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민해방군이 
이를 이용하여 교리와 전략 및 작전 개념을 개발하고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보좌관과 상의하고 
제게 그 논문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그 내용 중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부인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 우방이 러시아의 차세대 또는 비선형 전쟁과  
특수작전부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중국 공산당의 
"3대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  먼저 중국은 심리전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 역량을 

교란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반리더십 정서를 자극하고, 
기만하고, 상대방의 투지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  법률 전쟁을 통해서는 국내법을 기반으로 국제법에서 

주장을 펼치고 가짜 지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  미디어 전쟁은 심리전과 법률 전쟁을 실행하기 위한 
무대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입니다.

중국의 투자 계획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대일로는 물론 취약한 국가를 부채의 덫에 
빠트리는 일대일로의 경제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스리랑카에 중국이 어떻게 주요 항구의 관리권을 
확보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투자 전략과 투자 대상 산업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중국이 에너지와 기타 
자원에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중국의 투자는 이익을 
독차지하고 혜택을 나누지 않으며 착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같은 곳의 경우 중국은 언론사의 
소유권을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더욱 
중요한 역량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캠페인과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침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첩보 작전과 중국 공산당의 해외 간첩 영입 
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수천 명의 인재와 수천 개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구름다리 
개통식에서 한 여성이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의 연설을 들으며 중국 
국기를 사용해 빛을 가리고 있다. 해당 
다리는 중국 자금을 이용해 지어졌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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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개념이 중국을 위해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 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가로 도시, 마을, 학구(school 
district)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현지 정부는 
이러한 자금에 중독되어 중국이 풀뿌리 차원에서 
공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중국은 방대한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군사, 기업, 언론, 비정부 기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침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거의 
모든 곳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산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저항력과 복원력을 개발하여 중국 
공산당에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 지도자들은 전략을 
중지하거나 더 폭력적인 작전과 활동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훼손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편, 중국의 활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는 없지만, 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영화와 게임을 이용하여 
내러티브를 제어하려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레드 던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를 
검열하여 적국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진행한 작전 중 가장 
은밀한 것은 게임 산업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방에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에 참가해본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챔피언십 
게임의 경우 시청자가 슈퍼볼 시청자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이러한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 캐릭터를 영웅으로 만들고, 미국과 
서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중국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와 정치 선전을 바탕으로 중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차세대 젊은 세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고 대응하기 위한 복원력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전술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의 전략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퍼트리고 싶지도 않고, 
중국이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한에서 4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중국은 방대한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군사, 
기업, 언론, 비정부 
기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침투해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경찰이 중국을 위해 스파이 네트워크를 개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학생 저우홍쉬(Zhou Hongxu)를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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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실험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생물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생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험실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테스트가 잘못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응과 반응을 보기 위한 의도적인 
테스트거나 세계적인 규모로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중국은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장이 재개장했을 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행위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불어 저는 비극을 이용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코로나19의 발병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는 
독재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국민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공산당을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영항력 활동 캠페인의 핵심 
주제이자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는 중국의 정치전 전략에 대한 대응법을 
개발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타당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오래된 접근법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유일한 접근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정치전 전략에 직면한 국가에게는 딱 세 
가지의 옵션이 존재합니다.

1. 첫째, 수용하고 묵인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의 투자와 
영향력을 받아들여, 자국 정부의 정당성 훼손을 
용인하고,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 파트너국, 
동맹국 간에 불안정과 불안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게 두는 것입니다.

2. 둘째, 민군 저항력을 구축해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민군 저항력을 수립하고, 반격 캠페인을 

실시하고, 적대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주력해야 할 저항력과 복원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관이 각자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복원력, 국가와 
정부 형태(모든 정부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는 국민의 복원력, 중국의 정치전에 
저항하고 동시에 자국 정치전에도 기여하는 민군 
저항력이 그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가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공격을 
물리치는 데 기여할 저항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와 

중국의 시스템은 
국민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공산당을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퀴팩스사를 해킹하고 미국인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인민해방군 4명의 신원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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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러한 과업을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치, 이해, 
전략을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특정 부문에서 조언, 도움,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가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구현하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비하기보다 캠페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 
계획 프로세스에서 0단계와 준비부터 시작하는 표준 
단계별 템플릿이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한때 
0단계라고 불렀던 시공간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사회의 복원력과 민군 저항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의 
일환으로 정치전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의 전략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중국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전략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의 전략을 미리 교육한다면, 
국민이 중국의 전략을 알고, 전략을 알아차려 조치를 
취해 전략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이고, 포괄적이고, 정교한 정보와 영향력 
활동 캠페인을 개발하여 중국의 정치 선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콘텐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유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확실히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치 
선전을 노출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더불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공격적인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데 핵심입니다.

각 국가는 인권을 강화하여 권위주의 국가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국의 인권을 강화한 국가는 
위구르족, 기타 소수민족, 홍콩을 비롯한 중국 인권 
관련 국제 활동에 기여할 때, 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자유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주저 없이 
비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합니다. 중국의 사이버 
기반 경제 전쟁, 온라인 스파이 활동, 인프라 공격 
능력,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사이버 

태스크포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다시 들어가 핵심 정치 
선전 도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온라인 게임에서 
진행하는 정치 선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산당은 게임 작전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일부 비슷한 전선에서 민군 저항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타이완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타이완의 지형을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타이완이 침공을 당하면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즉 그곳에 들어간 것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타이완의 재래식 군사력은 중국의 
공격을 물리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군 저항력은 인민해방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특수작전부대는 직접 
행동하는 특수전에서 벗어나 보다 비재래식 전쟁을 
중심으로 한 태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민방위군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민방위군과 
적진잔류부대를 구축한 폴란드와 스위스의 예시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특수작전부대도 이 부문에서 타이완 특수작전부대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민방위입니다. 이 계획은 거버넌스는 물론 가장 
중요한 영향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민군 연계는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영향력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간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향력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협력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은 미국, 우방국, 파트너국, 동맹국이 분쟁의 
문턱 아래, 이른바 회색 지대에서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작전 중인 중국을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종의 정치전을 수행하여 
국제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고 미국이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많은 국제 기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영향력, 자생 군대, 인구와 
더불어 비정규전, 비재래전, 정치전 지원으로 
구성된 특수작전부대의 3대 요소가 이들 분야에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캠페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영향력을 이용해 선도하는 방법을 배워, 
저항력과 복원력으로 이루어진 기반 위에서 정치전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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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관습IPDF

2020년 5월 자카르타 스튜디오에서 인도네시아 댄스 네트워크의 유튜브 
채널이 운영하는 사웨란 온라인 프로그램 동영상 녹화 중 인도네시아 
무용수 날라 암미르타(Nala Amyrtha)가 공연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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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

코
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2020년은
시코 세티안토(Siko Setyanto)의 무용 
경력에 최고의 해가 될 것으로 보였다. 
독일 및 한국 투어, 인도네시아 공연은 
물론 수많은 클래스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현재 그는 두 달 이상 

집에서 은둔하고 있다. 
그는 "무용수에게는 몸 안의 피가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그대로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일거리도 없다. 
개인적으로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를 구출해 준 것은 인도네시아 수도의 안무가 
두 명이었다. 그들은 예술가에게 팁을 주는 전통적 
사웨란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무용수의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무용수와 그들의 예술을 
살리기 위해 기부를 요청했다.

용라 율피안티(Yola Yulfianti)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한 루스디 루크마라타(Rusdy Rukmarata)는 "
오래 전에 예술가에게 팁을 주고 공연을 봤던 것을 
기억했다"고 말했다.

루크마라타는 “매표소도 없고 홍보도 없었다. 
시장에는 공터와 음악가만 있었고, 사람들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었다. 공연이 마음에 들면 공연자에게 
팁을 줬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예술 협의회 회원인 루크마라타와 
율피안티는 유튜브의 인도네시아 댄스 네트워크 
채널에서 사웨란 온라인을 시작했다. 이 디지털 
무대에서 무용수들은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기부를 권장한다. 

이 채널에는 다양한 배경과 장르의 무용수와 
무용단이 올린 60여 개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 현대 발레는 물론 나이 든 
시청자를 위한 무용 운동도 있다. 무용수 중에는 
동영상을 자체 촬영해 제공하는 무용수도 있고 
루크라마타의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녹화하는 
무용수도 있다.

각 기부금 중 75퍼센트는 공연자에게, 20퍼센트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나머지는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세티안토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주 후에 은행 
계좌에 기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세티안토에게는 
돈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보여줄 기회도 중요하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무용수들에게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율피안티는 시청자와 지원을 유치하는 것은 
공연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율피안티는  
"무용수들은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 시청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인도네시아에서 
케이스 03으로 유명한 독립 예술 프로듀서 라트리 
아닌디야자티(Ratri Anindyajati)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율피안티와 루크마라타의 
활동에 동참했다. 아닌디야자티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아닌디야자티는 “나는 무용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무용수들을 돕고 싶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무용계 
종사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도우니 
더욱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무용수를 
위한 

디지털 
무대 제공

인도네시아 
안무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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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최고 에너지 담당자가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에너지의 3분의 1을 재생 에너지원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약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청정 에너지 
투자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유럽연합 에너지 위원장 카드리 심슨(Kadri 
Simson)은 유럽연합 국가의 최신 에너지 정책 계획이 목표치를  
1퍼센트 포인트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유럽연합이 최종 소비한 에너지량에서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한 재생 에너지원이 차지한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에너지 정책 계획의 이전 버전은 유럽연합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에 최대 3퍼센트 포인트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슨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복구 자금에서 수백억 
유로를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유발된 
경제 위기로 인해 환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슨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와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부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과 건설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2020년 신재생 에너지 용량의 전 세계 성장이  
20년만에 처음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1년에 재생 에너지 성장이 2019년 
수준으로 반등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

콩고민주공화국 남동부 루알라바주 주지사가 소규모 

광산에서 생산된 모든 광물을 2020년 6월부터 중앙 

거래 허브에서 테스트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주지사가 발표한 이 조치는 광업 사기를 퇴치하고 

국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0년 1월 

설립된 국영 독점 기업 코발트 종합 공사를 통해 코발트 

거래를 일원화하려는 국가 정책을 반영한다.

리처드 무예(Richard Muyej) 루알라바주 주지사는 

2020년 6월 서신에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대량의 코발트를 비롯한 비산업적으로 조달된 모든 

광물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무예 주지사는 새로운 규정을 두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광산은 세계 최대 금속생산국 콩고의 코발트 

생산량 중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코발트 대부분은 

루알라바주와 인근 오트카탕가주에서 채굴된다.

코발트는 휴대 전화, 노트북,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다. 위험한 

작업 조건에서 종종 어린이들이 원시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채굴하는 공예용 코발트의 거래는 대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중간 상인이 장악하고 있다. 

공예용 코발트는 산업적으로 생산된 코발트와 종종 

혼합되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최종 

사용자의 공급망을 오염시킬 위험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

콩고민주공화국

광물 판매 일원화 추진

루알라바주 전 산업용 구리 코발트 광산에서 광부들이 작업 중이다.  

유럽

유럽연합,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초과 달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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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아랍에미리트가 과학 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첫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다.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호프 탐사선(사진)은

화성까지 7개월 비행하여 화성 궤도에 진입한 후 화성 

대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낼 예정이다.

사라 아미리(Sarah Amiri) 첨단과학부 장관은 아랍 

최초의 화상 탐사인 에미리트 화성 임무에 미화 2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무는 화성 대기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처음으로 확보하여 일일 및 계절 변화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8개의 화성 탐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화성 

궤도에서, 또 다른 일부는 화성 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2020년 말까지 또 다른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는 2014년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자체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부분 해외 노동자로 이루어진 

인구 940만 명의 아랍에미리트는 우주 탐사 선진국에 

비해 과학 및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아랍에미리트는 

2117년까지 화성에 정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9년 9월 하자 알만수리(Hazza al-Mansouri)

는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비행하며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우주인이 됐다.

호프 탐사선을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해 에미리트와 

두바이의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 센터는 미국 교육 

기관과 협력했다. 두바이의 모하메드 빈 라시드우주  

센터는 시간당 평균 12만1000 킬로미터의 속도로 4억94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탐사선을 감독할 것이다.  로이터

2020년 6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유럽의 노하우를 훔쳐 경제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에 대한 정식 미일 
대화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는 화상 회의로 진행된 싱크탱크 이벤트에서 
"미국과 유럽이 현재 상황에 눈을 뜨고 있다"며 “현 
상황은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렐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미국 유럽연합 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두 외교부 장관은 미국 유럽연합 
대화가 공통 무역 정책을 다루기 보다는 서방이 중국의 
역정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 같은 문제를 
다루는 포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전략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약탈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브뤼셀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간 경로를 가려한다.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유럽연합은 2020년 6월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유럽연합은 중국을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파트너이자 경제 라이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유럽에서 지식 재산을 
훔치고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을 악용한다고 비난하며,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응하여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미국이 중국 
자본 시장에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국은 
미국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아랍에미리트

화성 탐사를 위한 
새로운 길 모색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에 공동 대응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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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서
연구에 따르면 섬은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

몇 년 동안 키리바시와 투발루 같은 많은 
섬국가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기상 이변이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해왔다. 그들은 

해수면 상승에 따라 나라가 바다 아래로 사라질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2020년 6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흔히 기상 
이변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여겨지는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작은 저지대 섬은 해수면 상승에 자연적으로 적응하고 
고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은 3년 동안 몰디브와 마셜제도 
같은 산호초 섬을 조사하고 해류가 퇴적물을 옮겨 저지대를 
높이는 과정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해도 
섬의 주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의 
주 저자인 플리머스 대학교 해안 지형학 교수 게르드 
매슬링크(Gerd Masselink)는 “섬이 바다에 잠기고 있기 
때문에 해안에 방벽을 쌓고 인구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담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섬의 미래가 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생각에 따르면 저지대 섬은 점차 강해지는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한 
섬나라 중 일부는 수십 년 내에 국민을 재정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섬나라들이 이미 해안 방벽을 건설하거나, 
해안 마을을 고지대로 옮기거나, 국제 원조를 요청하거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매슬링크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 수만 개의 산호초 섬은 
대부분 섬은 무인도지만, 이들 섬에는 약 100만 명이 주로 
어업이나 관광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다양한 날씨와 파도 패턴으로 
인해 서로 구조가 다른 섬들이 
생겨났지만 이들은 비교적 작고, 
저지대에, 산호초 위에 모래나 
자갈로 형성된 경향이 있다. 그는 이들 섬이 수십만 
년 전에 파도에 쓸려온 산호초나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됐으며 이러한 과정이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즈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위해 
과학자들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실험실 탱크에 산호초와 
섬을 모델링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섬이 해수면 
상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재현했다. 

매슬링크 교수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섬주민이 기둥 위 
건물과 이동식 주택 같이 종종 발생하는 홍수를 견딜 수 있는 
기후 복원성 인프라를 선택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섬 석호에서 발견되는 산호 
모래와 퇴적물을 준설하여 해변으로 옮기는 것도 해수면 
위로 섬을 올리는 자연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안 방벽은 해수면 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섬의 
자연적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 그는 "섬의 홍수를 막으면 
섬에 쌓이는 퇴적물의 이동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산호섬은 농업에 의존하지 않으며 식량과 식수를 
수입하기 때문에 홍수 중 해수 오염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인도 태평양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자연자원담당관 히데키 
카나마루(Hideki Kanamaru)는 이 연구가 섬국가들이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살아남기

남태평양 작은 섬 
바누아투에서 유람선이  
포트 빌라에 정박되어 있다.   
AFP/GETTY IMAGES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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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종료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갈레 페이스 그린 산책로에서 열린 일일 국기 
하강식에 스리랑카 공군 장교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 AFP/GETTY IMAGES

파팅샷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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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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