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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함. 군사 분야에서 경쟁의 성격도 최근 근본적
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세력균형의 변화이고, 따라서 미중 경쟁의 증대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
특히,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기초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였고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작전의
자유를 상당히 심각하게 제약하기 시작함.

미국은 이제 중국을 ‘준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
하기 시작함.

미국은 이제 중국을 ‘준 경쟁자
(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함

미국은 2018년부터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전략에서 주로 중국을 억제하고
필요시 강대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분명하게 전환함.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합동 전 영역 작전(Joint All-Domain Operations:
JADO) 개념을 발전시키고 미래전력 개발에 집중하면서 군사력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함.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과 이에 따른 작전개념, 전력 개발, 군사태세 등의 변화는 향후
미중 군사력 균형과 미중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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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직결됨.

본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원인을 분석할 것임.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의 핵심적 내용을 분석할 것임.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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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군사력 균형의 변화
중국의 국력 강화는 중대한 세력균형의
변화를 가져옴. 특히, 중국의 A2/AD 전력
강화는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경쟁적인
군사적 환경에 처하게 함.
이러한 변화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미중 경쟁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고,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을 변화시키는 근본
적인 원인이 됨.

중국의 국력 강화는 중대한
세력균형의 변화를 가져옴.
특히, 중국의 A2/AD 전력 강화는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경쟁적인
군사적 환경에 처하게 함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됨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격차는 1990년
15:1에서 2013년 1.8:1로 급속히 축소되
었고, 이후 격차가 축소되는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2019년까지 1.5:1로 축소됨.

증대된 경제력을 기초로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비대칭적인 전력을 증강해
미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A2/AD 전략에 기초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
하면서 거의 매년 국방비를 10% 이상 증가시켜 왔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함.

중국이 개발한 가장 핵심적인 A2/AD 전력은 정밀유도 미사일들임.
미국은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기초로 1990년대까지 정밀유도 무기 체제를
거의 독점하면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함.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밀유도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정밀타격 체제
(precision strike regime)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점차 잠식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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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1,300기 이상의 정밀유도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은 개전
초기에 중국 주변의 미군 기지들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중국이 발전시켜온 대공방어 체계 및 현대화된 공군력과 결합되어, 공군 기지
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은 개전 초기 미군의 제공권을 상당 정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군사력 투사를 위해 해외 기지에 의존하는 미국은 이제 상당히 강력한 정밀타격
능력을 가진 중국을 상대로 기지들을 방어하고 지상군 및 공군을 운용해야 하는 경쟁
적인 환경에 처함.

중국은 또한 1990년대부터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에 기초해 본격적으로 해군력 현대
화를 추진해 왔고, 2010년대 들어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함.
현재 중국은 300척 이상의 대형 수상함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킬로(Kilo)급 공격용 잠수함 도입 이후 상당히 조용한 송(Song)급
및 유안(Yuan)급 공격용 잠수함을 개발함. 이들 공격용 디젤 잠수함들은 미국에게
해양에서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중국은 2010년대부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방어체계, 장거리
공격 능력, 통합 전투 체계를 갖춘 루양(Luyang)III급 구축함, 장카이(Jiangkai)II급
호위함 등 현대적인 다기능 대형 전함들을 대량생산해 옴.
중국 해군은 이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중국 근해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함.
더 나아가, 중국 해군은 최근 원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거리 투사 능력을 발전
시키고 있음.

중국은 최근 일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적의 전함을 타격할 수 있는
DF-21D와 DF-26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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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위성 탐지 능력과 지휘통제 체계의 한계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방어능력을
고려할 때, 이들 대함 탄도미사일들은 현재 실질적인 타격 능력에 도달하지 못함.
하지만 미래에 보다 강력한 ISR 능력과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와 결합된다면
미국의 해양 지배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한편, 중국은 미국의 최대 강점이면서 약점인 전장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비대칭적인 대위성 무기 및 사이버 공격 능력을 발전시켜 옴.

중국의 A2/AD 능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유지
되고 있음.
미국은 개전 초기에 월등한 전자전
능력과 장거리 타격능력으로 중국의 C2,
ISR 체계를 무력화 내지는 질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중국의 정밀타격 능력을
약화시킬 것임. 전역 미사일방어 체제는
장거리 정밀타격에서 살아남은 미사일들
공격의 상당 부분을 방어할 것임.

중국의 A2/AD 능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도부는
중국의 A2/AD 능력 증강으로 인해
미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가
실질적으로 약화되어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경쟁적인 전장 환경이
존재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함

전쟁 초반에 일정한 타격이 있겠지만,
중국의 제한적인 중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분산 배치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들이 여전히 공중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양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음. 사실상 미국 해군은 확고한 양적·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해권의 핵심은 항공모함 전단임.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은
항공기와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과 전자전 능력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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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35 전투기들은 1,500km 작전 반경에서 어떠한 수상
함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적 해상 전력은 조용한 공격용 핵잠수함들임.
중국이 대단히 제한된 대잠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근해와 원해에서
조용히 운항하는 미국의 핵잠수함들은 중국의 해상 전함들과 잠수함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임.
아시아 전장에서 관건이 되는 해·공군 전력의 우위와 함께 미군은 경험, 훈련, 운용
능력, 합동작전 능력 등에서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도부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준 경쟁자’로 성장했고,
중국의 A2/AD 능력 증강으로 인해 미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가 실질적으로 약화되어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경쟁적인 전장 환경이 존재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함.

세력균형 변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미국 지도부는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overmatch)의 유지를 목표로 한 군사전략의 혁신과 전력 증강을 추진
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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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
가. 강대국 전쟁 중심의 군사전략
미국은 2018년 대테러 전쟁 중심의 군사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강대국
전쟁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략으로 분명하게
전환함.

미국은 2018년 대테러 전쟁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강대국 전쟁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략으로 분명하게 전환함

2017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
주의적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적
국가로 정의함.
특히, 중국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됨.

2018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준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에 군사전략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
매티스(James Mattis) 전 국방장관과 던포드(Joseph Dunford) 전 합참의장은
전략적 우선순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방부의 최대
과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군사전략의 변화를 주도함.
2001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실질적으로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음. 대테러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미국은 2010년경 부터 점차
중국에 대응할 미래전력 강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명확하게 군사전략을 전환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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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전략의 가장 큰 변화는
냉전 종식 후 오랜 기간 유지해 온
2개 지역전쟁 개념(construct)을
중국 또는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한
1개 강대국 전쟁 개념으로 전환한 것임

미국 군사전략의 가장 큰 변화는 냉전 종식
후 오랜 기간 유지해 온 2개 지역전쟁 개념
(construct)을 중국 또는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한 1개 강대국 전쟁 개념으로 전환한
것임.
냉전 후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진 상황
에서, 미국은 더 이상의 강대국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군 구조, 전력 개발, 군사

태세 결정의 가이드로서 북한과 이라크(이란) 같은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동시에 2
개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개념을 유지해 옴.
새로운 전쟁 개념 채택을 통해, 미국은 사실상 냉전기에 채택했던 강대국 전쟁
개념으로 되돌아감.
하지만 냉전기와 달리 경쟁자들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은 재래식 전쟁 중심의 군사전략을 유지함.

미국은 중국이 ‘준 경쟁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상정하고 이를
억제하고 필요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목표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시작함.
북한과 이란의 군사전략 상의 우선순위는 하락함.

나. 새로운 작전개념의 개발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될
합동 전 영역 작전 개념(JADO)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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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O는 지상, 공중, 해양, 우주, 사이버 등 작전 영역들 간의 경계를 제거하고 영역을
넘나드는 전력들의 합동작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전 개념임.
JADO는 공지전투(Air-Land Battle)에서 수행된 영역들 간 지원의 개념을 넘어선
고도의 통합작전을 구상함.

JADO의 개발은 작은 지역 국가나 테러
집단이 아닌 현대화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
하기 위해 미군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특히,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서태평양
에서 자유로운 전력 투사와 작전 수행을

JADO의 개발은 작은 지역 국가나
테러 집단이 아닌 현대화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중국의
A2/AD 전력을 극복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JADO를 개발함.
전 영역 작전 개념은 이전의 합동작전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과 마찬가지로 전면전의 경우 중국의 A2/AD 전력을 와해시키고 적군을
패배시키는 공격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거부(denial) 위주의 작전
개념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전면전의 경우, 중국의 타격 자산과 C2,
ISR 제거를 위한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작전개념은 공격적인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JADO는 전 영역의 센서(sensor)들과 공격 무기(shooter)들을 포괄적으로 연결한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인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함.
미국은 JADC2 구축을 통해 결정 능력의 우위를 추구함.
현재 미 국방부는 공군을 중심으로 JADC2를 발전시키고 있음.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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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O의 기본 개념은 전 영역의 전력들이

JADO의 기본 개념은 전 영역의
전력들이 통합되고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에 기초해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면서 적 표적에
접근해 최적의 공격 무기체계를
선택해 공격하고, 상대가 대응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신속한 기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임

통합되고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에 기초해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면서 적 표적에 접근해
최적의 공격 무기체계를 선택해 공격하고,
상대가 대응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신속한 기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임.
JADO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 화력의
집중을 통한 공격력의 우세를 추구함.
JADO는 또한 한 영역에서의 돌파를
활용해 다른 영역들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
통합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함.
JADO는 전 영역을 통합한 신속한 기동

작전을 통해 적의 표적 선정(targeting)을 혼란에 빠뜨리고, 복수의 예측하기 힘든
공격을 통해 적을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함.

미국의 각 군도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A2/AD 환경을 극복하고 우위를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작전개념을 개발하고 있음.

JADO의 틀 속에서, 미 해군은 분산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음. 미 해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은 과거의 대형 전단 위주의 작전
에서 보다 분산된 기동 작전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미 해군은 분산된 작전을 통해 중국의 강화된 화력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통합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통해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분산 해양작전 개념은 대형 전투함과 소형 전투함 및 무인 전투함의 복합적 구성과
수적 증대 그리고 레이저 무기 등 효과적인 단거리 방어 수단의 개발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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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도 JADO를 통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속전투배치
(Agile Combat Employment) 개념을 발전시켜 옴.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다량의 정밀유도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해 주요 공군기지
들과 함께 동맹국의 공군기지 및 공항들을 활용한 분산된 전력 배치를 통해 취약성을
줄이면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화력을 집중해 공격력을 유지하는 작전을 추구함.

해·공군이 지배하는 아시아 전장에서 중국과의 대규모 지상전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면서 JADO 내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하고 있음.

미 육군은 JADO의 모태가 된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MDO)
개념을 발전시켜 왔음.
MDO는 적진으로 침투해, A2/AD 전력을 와해시키고, 필요하다면 적을 패배
시키는 공격적인 통합작전 개념임.
미 육군은 A2/AD 환경 속에서 원정군 태세(expeditionary posture)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진 태세를 유지하고, 해외 배치 전력을 냉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증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미 육군은 아시아 전장에 맞게 장거리 타격 위주의 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음.
한편, MDO는 다용도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대공방어 능력 등의 강화를
통해 육군이 지상 공격뿐 아니라 해상 공격 및 대공방어 임무 등을 수행하는 혁신적
변화를 추구함.

해병대 역시 새로운 원정 전진기지 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음.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 개념은 상륙작전과 지상전 임무보다 중국을 둘러싼 작은
섬들을 기지로 활용해 기동전을 펴면서 대함 공격을 통해 중국 함정들의 대양 진출을
거부하는 역할을 강조함.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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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미 해병대는 탱크 전력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기동을 위한 전력과 대함
미사일 획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다. 미래전력 개발
강대국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춘 군사전략을 채택한 미국은 현대적인 군사 능력을
보유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 질적 우위를 갖는 미래전력 개발에 강력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시작함.

새로운 작전개념에 기초해, 미국은 최근

새로운 작전개념에 기초해, 미국은 최근
본격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전력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함

본격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전력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함.
최근의 미국 국방예산은 실제로 미래전력
개발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본격
적인 투자를 시작함.
트럼프 행정부의 2021년 국방 예산안은

1,066억 불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비를 포함하고  있음. 미국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명적인 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한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장기적인 군사력 우위를 추구함.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자동화된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혁신적인 미래전력

최근 미국은 아시아 전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해군력 증강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함

개발에 강력한 우선순위를 부여함.

최근 미국은 아시아 전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해군력 증강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투자
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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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분산 해양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45년까지 미 해군의 주요
전함 수를 500척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해군력 증강 계획인 Battle Force 2045를
발표함.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2026년까지 82척의 새로운 전함을 증강할 계획을 밝힘.

Battle Force 2045는 분산 해양작전에 적합한 새로운 구성의 해군력 증강을 추구함.
Battle Force 2045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미 해군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공격용
핵 잠수함을 현재의 50척에서 70-80척으로 늘리는 것임. 이를 위해 버지니아
(Virginia)급 핵잠수함의 생산을 연간 3대로 늘릴 계획임. 또한 미 해군은 신형 공격용
핵잠수함인 SSN(X)를 개발할 계획임.
Battle Force 2045는 미래에 해양 지배력의 핵심인 8-11척의 대형 항공모함을
유지하고, 6척의 경함모를 추가 도입하기로 계획함.
미 해군은 또한 보급, 정찰, 기뢰 부설, 미사일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140240척의 무인 해상·해저 전함을 생산할 계획임.
Battle Force 2045는 분산 해양작전 개념에 따라 60-70척의 작지만 생존력과
기동력이 높은 전함을 추가 생산하기로 계획함. 미 해군은 10여 년 만에 최초로 대형
해군력 증강 프로그램인 신형 유도미사일 호위함(frigate) 생산 계약을 체결함.

바이든 행정부는 전함 수와 적절한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분산 해양작전과
이를 위한 더 많은 소형 전함 및 무인 함정의 필요성에 동의함. 그리고 개요가 제출된
2022년 국방예산안도 해군력 증강에 가장 높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미국은 또한 공격 능력의 우위를 강화
하기 위한 투자를 본격화함. 특히, 미국은
A2/AD 환경과 중국 미사일들의 사거리
증가에 대응해 장거리 타격 능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미국은 A2/AD 환경과 중국 미사일들의
사거리 증가에 대응해 장거리 타격
능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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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탈퇴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중국과의 집중 공격 경쟁(salvo
competition) 단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미국은 정밀타격 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 PrSM), 해상 타격 토마호크
(Maritime Strike Tomahawk: MST) 등 지상뿐 아니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레이저 무기,
레일건 등의 개발을 통해 방어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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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관계 전망
세력균형의 변화 속에 미중의 전략적, 경제적 경쟁 증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증대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소한 10년간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미국 역시 힘의 우위를 기초로 일정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추진해 중국을 본격적인 군비증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강대국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임.

하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임. 장기적으로, 중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됨.
상당 기간,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을 제약하고 약화시키려는 A2/AD
전략을 통해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동맹을 이완시키려 시도할 것임.

203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미국에 본격
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음.
중국은 2030년 후반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의 결과로 2030

203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미국에 본격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음

년대 중반까지 실질적인 군사력 투사
능력과 현대화된 전장 네트워크를 발전
시키고 미국에 도전할 상당한 준비를 갖출 가능성이 높음.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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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용한 핵잠수함과 방어력을 가진 항모전단 그리고 현대화된 전장 네트
워크에 기초한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미국의 대양 지배를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국력 강화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A2/AD 능력 증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지역을
통제하고자 할 가능성이 큼. 이를 위해 축적된 경제·기술력과 운용능력을 기반으로
2030년대 후반 이후 일정 시점에 다수의 항공모함 전력을 개발하면서 미국에 군사적
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이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경우, 아시아에서 패권국가 등장을 저지하는데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는 미국은 강한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장기적
으로 미중 간 높은 수준의 안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음.

AI,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 등 혁신적 신기술의 등장과 미래 군사력 균형의 불확
실성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오랜 기간 중국
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기존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빠르게 전략을
혁신하고 미래 무기에 투자하고 있음...
기술집약적인 해·공군력에 있어서
중국이 대단히 복합적인 첨단 군사기술에
기초한 미국의 우위를 모방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도전이 될 것임

미국은 기존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
하기 위해 더 빠르게 전략을 혁신하고 미래
무기에 투자하고 있음.
중국의 빠른 응용 기술 획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의 주요 연구
능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항공·우주·정보통신·조선 등 분야에서의
기술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수산업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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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마이크로 전자기술, 유도통제 체계나 항공기 엔진,
정밀유도탄 등 중요기술을 첨단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정책 전환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상당히 지체시킬 것임. 특히, 기술집약적인 해·공군력에 있어서 중국이 대단히
복합적인 첨단 군사기술에 기초한 미국의 우위를 모방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도전이 될 것임.

한편, 대륙국가인 중국의 강대국화로 인한 역내 국가들의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반중
연대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지리적인 요인과 함께 제한된 중국 위협으로 인한 역내 국가들의 책임전가
(buckpassing) 전략은 아·태 지역의 다자동맹 결성을 상당히 오랜 기간 제약할 것임.

하지만 미래에 잠재적 패권국가로 성장한 중국의 공격적 군사 행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반중 동맹이 결성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높은 수준의 안보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력 우위와 주요 역내 국가
들의 반중 동맹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을 자제시키면서 전반적인 지역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한 경쟁 증대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력 우위를
기초로 오랜 기간 역외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고, 이는 아시아 지역체제의 전반
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임.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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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함의
가. 세력균형과 한미동맹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중국의 부상과 세력균형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음. 현재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대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미래에 한국에게 가장 큰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것임.

중국은 장기적으로 지역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역외균형자인 미국과 동맹국
들은 오랜 기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위주로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었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중국을 억제하고
군사 충돌 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함

유지하면서 세력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위주로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
었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역외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은 미래의 불확
실성에 대한 대비의 핵심임. 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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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적대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음. 하지만 한국은 한미동
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미래에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배후에서 확전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리고 국지전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경우,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

나. 미래전력 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중국을 억제하고 군사 충돌 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함.
체계적인 작전 개념에 기초한 전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함.
고강도 군사 충돌 시, 한국은 다영역(Multi-domain) 합동작전을 통해 분쟁 초기에
단기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상대를 거부하는 작전을 수행해야 함.

미국이 작전개념의 혁신과 첨단 미래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혁신이
필요함.
미래전력과 포괄적인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의 개발은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다. 미국 군사혁신의 위험 요인 평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작전개념, 군 구조, 전력 개발, 군사 태세의 변화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함.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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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합작전 능력 강화와 첨단전력 개발은 미국의 대중 견제 능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임.
중국의 부상과 세력균형의 변화는 미국이 더 많은 자원을 아시아에 투입하도록
할 것임.

동시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의
군사전략은 향후 한국의 안보에 새로운 위험 요인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존재함.
중국에 대한 억제 및 전쟁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질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력 구조의
변화가 미국의 한반도 개입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관찰해야 함.
특히, 육군과 해병대의 작전개념, 역할, 전력 구조의 변화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 지상군의 규모, 역할, 화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고 대비해야 함.
미국의 군사 혁신 능력과 한국의 군사 혁신 능력 사이에 긴장이 존재함. 한국의
군사혁신이 현격하게 뒤처진다면, 한국의 지리적 취약성과 결합되어 미국이 동맹을
방기할 위험이 높아질 것임.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 군사 태세의 유연성 강화 노력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의 동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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