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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19년 전반기 전략 동향 평가 및 함의
이상국(korpia@kida.re.kr)
ㆍㆍㆍ2019년,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ㆍㆍㆍ
2019년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해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분투
해야 합니다. ㆍㆍㆍ글로벌 시각에 입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백 년에 한 번 찾아
올 큰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 어떤 풍운변화가 일어나든 국
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신심과 결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성의와 선의는 변하지 않을 것입
니다. 우리는 ‘일대일로’(一带一路) 공동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류운명공
동체의 구축을 계속 추동하며 더욱 번영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
력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신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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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2019년 신년사에서 대변혁의 시기 복잡한 국제
정치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주요국 및 주변국과 일대일로와 인류 운명 공동체의 건
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2017년
시진핑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제시된 중국의 점진적인 글로벌 강국화 전략을 고수하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신년사 발표,” 『인민망(한국어판)』(January 01, 2019),
http://kr.people.com.cn/n3/2019/0101/c203278-95335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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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위한 국제 정치 경제 환경을 형성하려는 중국 리더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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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
시진핑 등 중국의 리더십은 2019년 세계가 ‘백 년에 한 번 찾아올 큰 변혁의 시
기’에 처해 있고,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엄준하며, 중국의 국내 개혁 발전 안정이라
는 임무가 매우 무겁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중국 리더십의 인식은 아래와 같은 국
제 정치와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세계는 강대국 간 권력 전이 상황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태 지역으
로 이전하는 등 기존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
째,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
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전략 경쟁대상으
로 확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점적으로 봉쇄하려 함으로써 미중 간 미-러시아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군비 증강을 통해 유일 군사초강대
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반면 국제 문제의 개입과 군사력의 대외적 사용에 신중한 자
세를 견지하고 있다. 셋째, 세계질서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대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불평등한 양자 관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미국은 환태평양 동반
자 관계 협정, 파리 기후 협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이란 핵협정 등 국제조직과
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국제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트럼프
3

4

2 제19차 중공당 당대회에서 논의된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杨洁篪, "深入学习贯彻党的十
九大精神 奋力开拓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新局面," 『求是』(2017年11月30日).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신년사 발표”;, “习近平主持召开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会议,”

http://www.12371.cn/2019/01/08/ARTI1546935567434850.shtml
4 吴正龙, “解读当今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 『北京日报』(2019年1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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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아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넷째, 대변혁의 요소를 둘러싼 전대미문
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화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가상현
실, 양자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산 양식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변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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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으로 악화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로 다소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패권적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2018년 이후 통상·첨단산업,
남중국해, 대만, 인도양-태평양 지역 경영, 신장위구르와 같은 소수민족 이슈에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
이 무역 분쟁 문제에서 자유·공정·호혜적 경제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
고 있고,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의 방위력 증강 기여를 공언하고 양측 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서 국제적 규범, 자유항행 보장을 강조하면서 실제 해당 수역에 대한 미국 함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경
영 전략 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이 인도양-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봉쇄를 목적으
로 일본, 인도 등과 군사 특히 전술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기존에 악화
일로에 있던 주역 지역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
국의 분석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공동 노력으로 정세
위험성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쟁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는 것이다.
.5 于洪君․愚君看, “当前国际形势新变化与中国特色大国外交新举措,” 『领导文萃』(2019年3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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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도와 중국 관계는 2018년 군사적 대치 이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중일 관
계도 2018년 중일 우호조약 40주년 기념을 계기로 크게 호전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인도양·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남중국해, 대만 문제와 같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도전하고 있지만, 자국이 주
변 환경 조정 및 형성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변 안보 환경은 통제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외정책 추진 동향
미국 정책: 핵심이익 수호, 대화 협상, 글로벌 대미 대항전선 구축
·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공세에 쉽게 양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이 전면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대만 등 자국의 핵심이익 문제에서는 군사적 능력 과시 등 원칙적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연초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민족 감정과 관련돼 있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미군 함정의 대만해협 항행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군은 최근 군함과 폭격기, 정찰기 등을 동원해 대만 인근에
서 수차례 작전 및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3월 31일에는 중국군 항공기가 '해
상 군사분계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월경해 대만 인근에서 비
행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미중 통상 마찰 문제에서 중국은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의 합의에 기초해 ‘상호 존중’, ‘평등 대우’, ‘건설적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
한 문제 해결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압력
에 굴하지 않고 원칙적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19년 5월 11일 "중국은 어떤 극한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매우 책임 있는 태도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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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임해왔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극한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이날 시평에서 ▲ 추가 관세
전면 취소 ▲ 무역 구매 수치의 현실 부합 ▲ 합의문의 균형성 등 세 가지가 중국
의 핵심 관심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상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 견지’, ‘일대일로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같은 방
식으로 주요 신흥 경제 국가는 물론 일본, 서유럽 국가 등과의 경제적 유대 또는 협
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 무역전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대일
로 정책의 경우 점진적으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해 가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상반기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가 일대일로에 참
여하면서 현재 유럽에서만 24개 국가 및 지역이 일대일로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준
비 중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4월 하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간 중 640여억
달러(74조 3000여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협력·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일대일로의
전방위적 확대를 공식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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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책: 경제협력 영역 확대, 중러 안보 및 군사 협력 강화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맞서 대러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
우선 중국은 ‘우주공간 내 무기 배치 방지 연합 발의’, ‘화학 및 생물 테러 근절 협
약’ 등 주요 국제안보 이슈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 영역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양국 해군의 해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4월 하순~5월 초 해상연합-2019(海上联合-2019)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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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田婉晴责编, “中国不会屈服于任何极限施压(钟声),” 『人民日报』(2019年5月11日); 颜亮․韩洁․․高攀,
“新华国际时评：尊重彼此核心关切是解决好分歧的前提,” 『新华网』(2019年5月11日).
7 안승섭, "'일대일로' 외연 넓히는 중국..스위스도 일대일로 협력," 『연합뉴스』(2019년4월29일).
8 “俄外长：中俄合作将继续深化 在国际安全等多个领域共同探索,” 『环球网』(2019年4月14日).
9

“中国国防部：中俄海军将举行
‘海上联合-2019’联合军事演习,”
2019年
http://sputniknews.cn/russia_china_relations/201904251028304263/

4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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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포대 운용을 위한 장비 인수 준비와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 무역은 2019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2% 증
가한 241.7억 달러에 달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률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2019년 초
중러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을 기초로, 전략 대프로젝트를 동력으로, 지방 간
협력을 지지대로, 일대일로 건설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주선으로’라는 정책적 구
상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전략 대프로젝트 영역에서는 중러 동쪽선 천연가스 수송
관의 연내 가스 공급 개시, 핵 영역 전면 협력 실시, 중국 헤이롱장성과 러시아 지
역 간 교각의 연내 완공을 이루고, 항공우주·디지털 경제·과학기술 혁신 등의 영역
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성과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특히 2019년 6월 초 시진핑 주
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고 30여개의 경제 협력
방안에도 서명했다. 이 중에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
이가 러시아 통신회사 '모바일 텔레시스템스'과 함께 러시아에서 5세대(5G) 통신망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됐다.
10

11

12

일본 등 지역 강국 정책: 중일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강화, 핵심이익 수호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이익 영역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역 강국인 일본 등과 제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8년 10월 아베 수상의 중국 방문 이후 중일 관계의 정상
화와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일본과 경제적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4월 8년 만에 중일 간 고위급 경제대화를 재개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하고 다국간 무역체제를 견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양국은 기업간 비
10 "중국 수출 러 방공미사일 S-400 두번째 포대분 2개월 뒤 인도," 『연합뉴스』(2019년 4 월 9
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18133/
11 李晓喻， “中俄经贸关系步入关键之年 双方将扩大战略性大项目合作,” 『中国新闻网』(2019年4月18日).
12 유희석, “러시아 방문 시진핑, 美 견제 중·러 관계 과시,” 『머니투데이』(2019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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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를 촉진하고 제3국에서도 전개하는 것이 상호 협력 확대에 유익하기에 구체적
인 협력 안건을 추진하기로 확인했다. 아울러 중일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
상을 가속하는데도 합의했다. 중국 측은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 자발적
으로 수입을 확대해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대화에
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및 미일 등이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은 2월 해상공중연락기제 직통전화(海空联络机制直通电话)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는 등 2018년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 강화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중국은 국방 교류 협력은 중일 양국 관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규정하고,
국방 영역에서 상호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전 문제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
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핵심이익 영역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
국은 조어도(釣魚島) 문제에서 해당 도서가 자국의 영토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
면서 중국 해경국 선박의 조어도 부근 초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3

14

15

한반도 정책: 한반도 비핵화 독려, 대중 봉쇄 차단, 양국 간 협력 가능 공간 확대
중국은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의 안정, 핵도미노 현상의 차단, 미중 전략경쟁
영역의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위해 ‘건설
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2019년 4월 외교부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은 ‘포괄적 처리, 단계 구분, 상호주의적 행동’(一揽子、分阶段、同步走)의 원칙
에 기초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
다. 둘째, 4월 리커창 총리의 유럽 순방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16

13 이재준, “중일 경제대화, '다국간 무역체제 견지 합의' 공동발표,” 『중앙일보』(2018년 4월 17일).
14 “国防部就中国国际军事合作工作等答问，” 『国防部网站』(2019年2月28日),
http://www.gov.cn/xinwen/2019-02/28/content_5369560.htm#2
15 김병규, “日 ‘中해경국 선박 4척 센카쿠 인근 일본영해 일시 침입,"” 『연합뉴스』(2019년 4월 17일).
16 “2019年4月25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外交部网站』(2019年4月25日),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65783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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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하면
서도 북한이 이미 취한 일련의 조치와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해석에 기초해 북중
간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북중 경제협력 구상 마련, 북중 교통로 보수, 북중 교역 확대
를 염두에 둔 북한 제품의 중국 내 간접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미 동맹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언론매체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
양-태평양 구상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태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
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중 간 경제 협력이 개선,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
로 중국은 2019년 들어 한국산 연료전지 허가, 롯데의 현지 상가 건설을 승인
했다. 이밖에 중국은 최근 한중 간 국방교류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
환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국을 견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17

중국의 국방 군사 정책 동향
년 국방정책 주요 과제 제시: 2020년 강군목표 달성,
시진핑의 군 내 영도 강화, ‘군민 융합 발전’ 도모 등

2019

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2019년이 전면 소강사회
실현(全面建成小康社会)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2016년~2020년 기간 중국군 건설 발
전 13·5 규획을 실행하고, 2020년 국방 및 군 건설 목표 임무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리커창 총리도 2019년 중국군의 국방 군사정
2019

18

17 한상희 , “北 시계·진주 대중 수출 급증..제재 '대체품'으로 외화벌이,” 『news1』(2019년 4월 30일).
18

费士廷、陈国全、李建文, “全力以赴打好我军建设发展“十三五”规划落实攻坚战,“
(2019-03-13), http://www.81.cn/jmywyl/2019-03/13/content_9448426.htm

『中国军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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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군은 올 한해 중공당이 제시한 ‘신시
대 강군 목표’ 실현을 위해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
를 더욱 확립하고, 정치건군(政治建军), 개혁강군(改革强军), 과학기술흥군(科技兴军),
의법치군(依法治军)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중공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
의 근본 원칙과 제도를 견지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제를 전면적으로 심화 관철시키
기에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고, 실전화 군
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노력한다는 계획이
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방 및 군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교육과 국방동원체계 건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은 군민 융합발전 발전전략(军民融合发展战略)을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19

국방예산 증가율 둔화
중국은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 한해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5% 증
가한 1조 1900억 위안(약 1776억 1천만 달러)으로 책정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8년 이후 연속 4년째 하락한 것으로 2015년까지 5년간 두자릿대
성장률에 대비된다. 중국의 국방지출 증가율은 2016년 7.6%, 2017년 7%, 2018년
8.1%를 기록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국방비 증가율 축소는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
로 제기되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영
중국일보는 이날 "국방예산 성장은 항상 일부 서방 언론의 쉬운 표적이 돼 왔다"며
"세계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비는 전적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영토를 지키기 위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18년 중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인 반면 일부 주요 선진국은 이 비율이 2%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20

21

19

李克强, “政府工作报告: 2019年3月5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上,”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3/05/c_1124194454.htm

20 “中国2019年军费预算约为1776亿美元 增长7.5%,” 『环球时报』(2019年3月5日).
21 류영욱, “美 군사견제 의식했나…中 국방예산 증가율, 작년 8.1% → 7.5%,” 『매일경제』(2019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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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신무기 개발과 배치 동향
월 23일 중국은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칭다오(靑島)에서 해상 열병식(또는
국제관함식)을 통해 최신예 함정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날 해상열병식에는 중국의
'094형' 전략 핵잠수함이 제일 먼저 등장했으며 '055형' 미사일 구축함인 난창(南昌)
호와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호위함, 상륙함 등 32척의 전함이 등장
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055형 미사일 구축함은 톤수와 화력, 기술 면에서 이미
세계 선진 구축함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미국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성능
을 능가한다’고 자평했다. 055형 구축함은 스텔스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 전략폭격기 '훙(轟·H)-6K, 젠(殲)-10, 젠-11 등 39대의 전투기가 등장해 열병식에
동참했다. 이번 관함식에서 공개된 잠수함은 중국의 최신 잠수함인 '진'급 핵 탄
도 미사일 잠수함의 수정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총 4대의 최신 진
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한 대는 남부 하이난에 있으며,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0년부터 차세대 탄도 미사일 잠수함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중국군은 작전 지원을 장비도 적극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스
텔스기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로 격추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미터파(meter
wave) 레이더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미터파 레이더는 차량과 지상, 함정에 배치돼
촘촘한 그물망으로 스텔스기를 확실하게 감지하고 이를 계속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스텔스기를 정밀 타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판 GPS'로 불리는 베이
더우(北斗·북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시스템을 활용
해 국경 방어시스템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
은 중국의 독자적인 베이더우 시스템을 핵심으로 해 새로운 국경과 해안 방어시스
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베이더우+ 방어시스템'이 국경의 경계 병력과 무
4

22

23

22 심재훈 김윤구, “'강군몽' 시진핑, 최신예 함정 총동원 해군 70주년 열병식(종합3보),” 『연합뉴
스』(2019년 4월 23일), http://m.news.zum.com/articles/52035594
23 “중국, 해군 70주년 관함식서 최신예 핵잠수함 최초 공개,” 『뉴스핌』(2019년 4월 24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24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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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에 높은 정확도의 모니터링과 통신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육지
의 국경과 해안을 따라 40∼50㎞마다 관련 시설을 설치해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
서는 센티미터 수준, 정지 물체에 대해서는 밀리미터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24

년 국제 군사 협력 목표 공개: 강군 건설 기여, 작전능력 제고,
국제적 연계 강화

2019

년 2월 중국 국방부 연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제 군사 협력 강화의 목적
과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군은 국제 군사 협력은 중국의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위한 중요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신시대 국제 군사 협력의 전진과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은 2019년 국제 군사 협력의 주요 4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
정하였다. 첫째,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국제 군사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
진해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인류군대 건설과 인류 운명 공동
체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강대국화,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에 기여하는 국
제 군사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며 다층적인 신시대’
국제 군사 협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강대국 군사관계를 안정 속에서 진전시키고, 주
변국가와의 군사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군사관계를 확장하고,
다자간 안보협력기제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국가전략이익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실전에 근접하고 전쟁 대비에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문 영역의 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주제 설정·과목 내용·훈련 방식 등의 측
면에서 실전화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제 군사 협력이 중국군 전투력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국제공헌을 위한 국제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국의 책임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제 평화활동, 해
2019

24 “중국, 美 겨냥 첨단 군사기술 과시…스텔스기 잡는 레이더 공개,” 『매일경제』(2019년 5월 24
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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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송 항해, 인도주의 구원, 국제 군비 통제와 확산 방지 협력 강화,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공공재 제공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
다는 것이다.
25

함의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격화, 중국의 대외정책
동향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환경 공고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같은
한국의 국가전략 실현에 매우 복잡한 전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부정적 측면에서는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 공세에 중국
이 적극적으로 맞대응함에 따라 미중 간 리더십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은 통상문제,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문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등 해양 문제, 대만 문제,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와 인권 문제, 지역 경영 전략 문제 등으로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각자 갈등 이슈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를 요구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시점에서 양국의 요구 정도와 방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중 경쟁 심화 추세는 한국의 국가전략 실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이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과 전략적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긍정적인 요소로는 중국의 한국 접근 필요성의 증대와 북한 비핵화
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견고성이다. 우선 중국은 최근, 특히
2018년 이후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안정화 노력
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 인도 등 그동안 갈등 양상을
보인 지역 주요국과 관계 회복 또는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입
25 “国防部就中国国际军事合作工作等答问，” 『国防部网站』(2019年2月28日),
http://www.gov.cn/xinwen/2019-02/28/content_5369560.h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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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정책의 부분적 조정 조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은 향후 한중 관계의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강화에 유리한 환경
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국 외교부 등이 북한 비핵화를 핵심
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북한 비핵화 실현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를 도모하는 중국에 여전히 중
요한 전략적 목표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핵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국의 중장기 전략목표 실현에 걸림돌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글로벌 및 지역 안보 환경의 향방을 현시점에서 단언하기 힘든
만큼, 미중 전략경쟁 구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과의 전략적 신뢰 유지와 한국의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최적의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