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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글은 중국이 건국 이후 ‘우주공간’2)을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해석 및 활용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좀 더 주목한 부분은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이 2013년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군사
혁신’3)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시기 중국인민해방
군의 군사혁신을 추동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공간 활용’이며, 이를 통해 중국인민
해방군의 군사혁신이 추진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4) 이 글은 기존연구에서 주목하고
1)
2)

3)

4)

이 글은 저자의 학술적 견해이며, 소속기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주공간(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국제기준은 없으나, 미 합동교범 3-14 『우주작전(Space
Operations)』에는 “비행물체가 받는 공기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고도 이상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
다. 다만, 관련적으로 우주관련 조약 및 언론에서 사용하는 Karma Line(고도 100km)을 지구와 우주
를 나누는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Joint Chiefs of Staff(2020: 7); Sanz Fernandez de
Cordoba(2004.6.21.) https://www.fai.org/page/icare-boundary (검색일: 2022.2.15.).
이 글에서 사용하는 ‘군사혁신’ 개념은 전략/교리, 군사기술, 조직/편성이라는 구성요소들이 혁신을 통
한 전투효과가 증폭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광의의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Barnett(1996); Knox·Murray(2001); 박봉규(2003: 215); Grissom(2006: 906~907); 권태영‧노훈
(2008: 51); 설인효(2012: 142); 김상배(2021b: 1~2).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진핑 시기(2013~2021)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과 군사혁신 간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기존연구는 전무하지만, 이와 관련된 유사한 연구들은 많이 있다. 예컨대, Martel
and Yoshihara(2003); Murray and Antonellis(2003); 박병광(2006)에서는 중국의 우주개발이 갖는
정치‧군사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 시기 군 현대화 및 군사혁신과 관련된 기존연구로
는 박창희(2007); 박병광(2009); 양정학(2014); 심현섭(2017); 김태성‧이상현(2018); 이창형(2018);
Kania(2019); Liao(2020); 나호영‧최근대(2020); 이상국‧이수훈(2020); 차정미(2020);
양정학
(2021); 차정미(2021)가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시기 군 현대화 및 군사혁신과 관
련하여 일반론적인 군사혁신 내용인 기술주도의 군사혁신, 개념주도의 군사혁신 관련 주장과 논거를
제시함과 함께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핵심이익 증진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중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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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던 시진핑 시기 우주공간 활용이 군사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상
관성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에서 발간된 국방백서『중국의 군사전략』에서는 “강력
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군 강군
화

및

현대화를

강조했다(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3). 해당 백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시진핑 시기 중국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혁신의 추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좀

더

주목할

부분은『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우주공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우주공간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보화5) 조건 하 국부전쟁’ 달성에 있어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이 적시되어 있다(Cheng, 2015). 이런 가운데 2015년 11월 27일 중국 외
교부는 아프리카 동부의 빈곤한 국가인 지부티에 사상 처음으로 해안 너머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이러한 시설은 중국 선박이
호위 및 인도주의적 작전과 같은 중국 임무를 더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
표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영향
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적인 힘을 드러내는 신호라 볼 수 있다(Brown, 2017:
1~2).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
路, One Belt and One Road) 전략6)을 추구함에 있어 군사력 확충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2019년 중국에서 발간된 국방백서『신시대의 중국국방』에서는 중국의 국방발
전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호, 주권
과 영토완정을 핵심이익의 주요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 중국은 지리적 경
계에서 ‘전략적 경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대일로’, ‘북극항로’의 안전 및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역량을 구
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래 <표 1-1>은 중국이 2019년 국방백서에서 밝힌
국방발전 목표이다(이창형, 2021: 127~129).

5)

6)

현대화 및 군사혁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연구는 중국의 어느 특정 공간 또는 영역,
기술이 군사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핵심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군사혁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군의 ‘정보화’란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network centric warfare)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구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보‧감시‧정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자동화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를 통해 육‧해‧공군 및 로켓군, 전략지
원군의 타격체계와 연동하여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박창희(2021:
386~387)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 안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분야의 발전을 촉매할 것이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동률(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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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국의 국방발전 목표

1단계

~ 2020년(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

2단계

~ 2035년

3단계

~ 2050년(중국건국 100주년)

중대한 진전: 군사개혁, 기계화 및 정보화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실현:
군사이론, 군사조직, 군사인재, 무기장비
세계일류군대 전면건설

자료: 이창형(2021: 129)
과거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우주공간’이 중국을 비롯한
최근 많은 선진국가들에게 각광을 받고 적극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기술을 선도
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국가들은 우주공간을 활용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에까지 접목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주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시작은 미국과 소련의 전략경쟁에서 비롯되었으나, 이후 우주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새롭
게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 공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지이,
2021: 94). 특히 중국도 ‘우주공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가지고 있다가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초기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에 있어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조직이 바로 중국인민해방군이기에 국방과 관련하여 많은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중국은 우주공간 활용 범위를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 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1년 11월, 중국의 무인우주선 선저우(神舟) 8호와 소형 우주실험실
텐궁(天宮) 1호가 343㎞ 상공의 우주공간에서 도킹에 성공했다. 시속 2만8,800㎞, 총알
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물체를 허용 오차 18㎝ 이내로 우주공간에서 결합
시킨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뿐이었다. 이번 성공으로 중국은 자국의 우주기술이
미국, 러시아의 기술과 유사한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입증했다. 2003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국 진입, 2007년 달 탐사 위성발사에 이어, 이번 우주공간
에서의 도킹 성공은 ‘중국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히 충격적이었다(이
주량, 2012: 18). 이처럼 중국은 과거부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특히 시진핑이 최고지
도자로 등장한 이후 우주공간에 대한 활용을 통해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몽(中國夢)’ 구현을 위한 ‘강군몽(强軍夢)’을 달성하기 위해 계
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중국의 군사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해당 질문에 답하고자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강군몽’을 현
실화 하기 위해 추진했던 군사혁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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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활용해서 군사혁신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교리’, ‘군사기술’, ‘조직/편성’에 어
떻게 투영됐는지 분석했으며, 이러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혁신이 한국군 및 육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 과정과 시진핑 시기 우주공간 활용 과정
1.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 과정
중국이 우주공간과 관련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03년의 유인 우
주선 발사 및 귀환의 활동을 통해서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주공간과 관련된 활동이 과
거에는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화약을 이용한 화살 형태의 로켓을
전쟁에 활용하면서 우주공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발사체를 이용했다. 이처럼 중국
의 우주공간에 대한 인연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중국이 우

주공간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중국
의 우주공간에 대한 활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간 냉전이 가져온 역설적인
상황에서 태생된 ‘중국 로켓의 아버지’ 천쉐썬(錢學森, 1911∼2009)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7) 미국에서 항공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한 천쉐썬은 1955년 중국으로 귀국한
후 정부에「국방항공공업 육성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우주기
술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기술을 발전시킨 주도조직으로
1958년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여 우주기술을 포함한 국방공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게끔 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예하의 연구원이 주축이 되었으며, 천
박사도 중국인민해방군 소장 신분으로 중국의 우주계획 수립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전반
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로써 중국은 우주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
는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이춘근, 2020: 22~25). 중국의
우주기술과 관련하여 천쉐썬 박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
거 베이징에서 첸쉐썬의 보좌관을 지냈고 중국과학기술협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인사가
언급한 말은 천쉐썬이 중국의 우주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엿볼 수
있겠다. 그는 “첸 박사는 무에서 로켓을 창조했습니다. 첸 박사가 없었다면 중국은 우주기
술에서 20년 이상 뒤떨어졌을 것이고, 현재 이 정도로 발달한 자랑스러운 우주사업은 없
었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다(Chang, 1995).
이처럼 초창기 중국의 우주산업은 열악한 기술적 기반과 정치적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
며, 중국인민해방군 주도의 연구원과 과학원의 핵심기술 개발 노력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7)

중국 로켓과 인공위성 발전의 큰 영향을 미친 천쉐썬의 이야기에 관해서는 Chang(199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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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중국은 1960년 첫 지대지 유도탄 둥펑 1호
개발 성공에 이어 1964년 자주 개발의 신호탄인 둥펑 2호가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리
고 1964년 10월에는 유도탄과 핵탄두의 결합을 성공시키면서 원자탄과 수소탄 시험을 성
공시키며 핵보유국 지위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어서 중거리 탄도탄, 대륙간 탄도탄을 개
발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초기 우주발사체8) 대부분은 군사용으로 개발된 장거리 유도탄
을 전환하여 개발한 것이다. 장거리 유도탄의 대출력 엔진과 복수 엔진의 결합, 단 연결과
분리, 유도 제어기술 등을 활용해 쉽게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었다. 당시 우주발사체
개발과

국방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개발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파하며 중국 국방력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득하여
당시 중국 지도자들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집대성되어 1970년
4월 24일 중국의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국가가 됐다.
한편 1978년 개혁‧개방과 미‧중화해 그리고 냉전의 해빙으로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중국은 여러 우주기술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하고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며, 뒤떨어진 기술의 재생산을 멈추고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일환으로 군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수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국제 시
장 진출과 수익 창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특히 1990년대 중국의 국력 신장과
우주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우주산업의 기업화를 위한 개혁이 시작됐다. 이런 배경
하에서 중국의 우주기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 1-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국가항천국(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약칭 국가항천
국)이 1993년 비군사기구로서 설립됐다. 일반적으로 국가항천국은 민간 분야 우주기술
관리 및 국제 우주 분야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로 중국 우주기술의 과거와 현재의 많
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실례로 ‘선저우’ 계열의 유인 우주선, ‘창어’ 계열 달 탐사 공정,
‘텐궁’ 우주정거장, ‘베이더’ 계열의 위성항법시스템 등 모든 우주기술의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이후 중국은 1998년 3월에 실시된 국무원 조직 개편으로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던
국유기업들에 대한 정부/기업 분리를 실시했다. 이처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우주공간의
가치를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재해석하며 관련 조직과 행정 기능을 재설정하며 중요한 전
략적

자원으로

인식한

가운데

활용하고

있다(임강희,

2020:

97,

이춘근,

2020:

169~184).
8)

‘우주발사체’라 함은 우주공간의 정해진 위치에 탑재물(payload)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로켓을
의미하며, 우주발사체는 임무에 따라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단(stage)으로 구성된다. 문태석‧이재민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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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국의 우주개발 행정기구

자료: 한국항공연구원(2012.10.31.).

2. 시진핑 시기 우주공간 활용 과정
중국의 우주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활동의 시작점은 1970년 창정 1호 로켓으로
동방홍 위성을 발사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활동에 깊이 관여한 조직이 바로
중국인민해방군이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부터 중국이 우주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어 국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가운데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국력 신장으로 우주공간 활용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 분야
를 넘어서는 경제와 산업 분야까지 민간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시진핑이 부주석으로 재임시 국무원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주기술 연구‧개발‧활
용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앞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분야 중심에
서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즉 우주공간이 국방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경
제 및 산업 분야까지 확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였다. 이에 60여년
의 중국 우주기술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주도 부서는 다부처 협력에서 통일관리로, 군대
편제에서 집체로, 국가 행정부처에서 대형 기업으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이춘근
2020: 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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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서 2014년은 중국의 우주개발 역사에서 특별한 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우주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우주
산업을 ‘혁신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한 원년이기 때문이
다. 그 후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거나 국영기업 또는 대학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영
리 목적의 우주 관련 회사가 빠르게 늘어났다.9) 미국의 국방정보 분석기관인 방위분석연
구소(ID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에
는 78개 우주 관련 회사가 영업 중이다. 한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
으로 전체 기업 중 27%인 29개 회사가 인공위성 본체와 부품 제작을 맡고 있다. 다음으
로 21개 업체가 발사체 제작을, 19개 업체가 위성 데이터를 포함한 원격탐사자료 분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위성 통신, 지상국, 위성 운항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
지만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중국의 민간 우주산업은 크게 인공위성
과 발사체 제작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로
파생하며 발전하고 있다(박시수, 2021.5.7.).
<그림 1-2> 중국의 연도별 우주기업 설립 추이

자료: 곽노필(2021.1.28.).
위의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2015년 이후 우주산업 관련 스타
트업 기업들이 증가했다. 앞서 전술했듯이 2014년에 중국 정부가 ‘민간 우주 인프라를 위
한 중장기 발전 계획’(2015~2025), 이른바 ‘문서60’을 발표한 해로 우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공표되면서 급격히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게 됐다(곽노필,
2021.1.28.). 이처럼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의 역사적 변화과정은 초기에는 군사 분야 중
9)

중국의 우주산업 전략에 관해서는 이승주(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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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우주기술이 발전했으나, 이후 민간 분야로 확장되어 군민융합(軍民融合)10) 형태
로 진화했다. 즉 시진핑 시기 군 현대화 및 군사혁신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군민
융합이 우주기술 분야에도 접목되어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뒤처지지 않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중국은 군민융합 차원에서 군사과학기술을 선도
해왔던 군사 분야의 기술들을 민간과 공유하고 빅데이터, AI, 5G 등 최근 급속히 성장한
민간 분야의 첨단기술을 군사기술발전에 참여시켜 경제성장과 군 현대화라는 두 가지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중목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차정미, 2020: 60).

III. 중국의 군사혁신과 시진핑 시기 우주공간 활용 통한 군사혁신
1. 중국의 군사혁신
역사적으로 볼 때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란 용어는 영국
의 역사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17세기 초, 스웨덴의 전사와 구스타푸스 아돌푸스가 그 이
전에 서구에 널리 퍼져 있던 전통적인 군사조직과 전술에 대한 방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
킴으로써 군사 부문의 혁명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된 개념으로 사용된
다. 즉 군사혁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통상 자국의 군대가 전략/교리, 조직/편성을 근
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군사기술들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일어남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군사혁신은 새로운 군사기술들에 의해 시발되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것은 새로운
전략/교리와

조직/편성의

변화를

수반하였을

때

가능했다(Barnett,

1996:

20;

Know·Murray, 2001: 1; 문장권, 2020: 84).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은 군사혁신 개념을 중국의 군사혁신 변화 과정에 원용해 봄으로
써 건국 이후 중국특색의 군사전략, 군사기술, 조직/편성에 대한 변화내용을 이해할 수 있
다. 2015년에 발간된『중국의 군사전략』에서는 “군사전략은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설계
하는 포괄적 지침으로,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
고 있다(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3). 중국은 상기에서 기술한 군사전략 개념을 적용한 ‘적극방어’ 전략을 토대로 군
현대화 및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김재엽, 2018: 84).
21세기 중국의 전쟁패러다임 변화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추동한 가장 대표적인
전쟁사례는 바로 걸프전에서 등장한 첨단기술전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걸프전은 현
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효과를 발휘해서 승리를 이끌수 있는
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쟁패러다임의 변화는 중국의 지도부에도 영향을 미
10)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관해서는 차정미(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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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과거 1993년 장쩌민 집권 시기 중앙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적 조건 하, 특
히 첨단기술 조건 하의 국부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 그리고 걸프
전을 통해 나타난 첨단기술론에 대한 냉정한 접근을 통해 중국의 군 현대화 및 군사혁신
에 보다 집중할 부분은 정보화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
한

중국의

84~85),

우주공간

활용은

군

현대화에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에

대한

이르기까지

열망을

장기적인

촉진시켰으며(박창희,
안목에서

군사혁신에

2007: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서 2013년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은 “새로운 형세 하에서 국방 및 군
대건설 사상은 과학발전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군사 분야에 있어서 과학발전관의 운
용 및 전개이다. 또한 마오쩌둥의 군사사상, 덩샤오핑의 신시기 군대건설사상, 장쩌민의
국방 및 군대건설 사상의 계승이자 발전이고, 새로운 형세 하에서 국방 및 군대건설을 추
진하는 과학적 지침이다”라고 강조했다(양정학, 2014: 116~117). 특히 시진핑 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물려받은 후 확대회의에 참석하여 중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면에서 군사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
로 ‘정보화’ 조건 하에서의 위협능력 및 실천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군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요구를 현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군의 현대화를 달성해야 하며, 핵심 토대를
마련케 해주는 부분 중에 일부가 바로 우주공간을 활용한 ‘우주군사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국방 분야 선진국가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
는 우주군사력에 견줄 수 있는 우주공간을 통과하며,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작
동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군사위성 그리고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반(反)위성무기
(ASAT:

Anti-Satellite)체계의

개발,

우주감시체계의

일종인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구축을 통해 군 현대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박
병광, 2012: 44~45; 김상배, 2021a: 24).

2. 시진핑 시기 우주공간 활용 통한 군사혁신
시진핑은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우주공간에 대한 가치를 보다 더 강조했다. 특히 5년
단위로 발간되는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 관련 가장 핵심 문건인『우주전략 백서』가 2016
년에 출간됐다. 해당 백서에서 중국은 “우주산업 발전 여정을 계속하고, 우주강국과 세계
과학 기술강국 건설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달성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공표했다(人民网,
2016.12.20.). 주요 목차는 서론과 발전 목표, 5년 성과 회고와 향후 5년 핵심사업, 국제
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국 우주산업의 목표로 우주에 대한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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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평화적 활용, 경제 건설과 과학기술 발전, 국가 안전과 사회 진보, 국민 소양 제고,
종합적인 국력 향상을 등을 언급했다. 중국은 이러한 계획하에서 우주공간을 적극활 용하
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아래 <표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우주 위성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개발 성
장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백서에서는 중국 우주개발의 비전을 우주 강국 건설과 자주적 혁신, 경제사
회 발전과 국가 안보 지원, 우주기술과 산업 개발, 인프라 건설, 인력 개발 등을 통한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의 꿈’ 실현, 인류문명 진보에의 공헌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발
전 원칙으로 혁신 발전, 조화 발전, 평화 발전, 개발 발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더 나
아가

중국 우주개발의 비전을 우주 강국 건설과 자주적 혁신,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안보

지원, 우주기술과 산업 개발 등을 통한 ‘중국몽’ 그리고 ‘강군몽’ 실현 등으로 소개하고 있
다.(이춘근, 2020: 242~243).
<표 1-2> 각국 우주 위성 수량(2020년 3월 31일 기준)
국

가

미

위성 개수

국

1,327

러시아
169

중

국

363

(단위: 개)
기

타

807

총

합

2666

자료: 김지이(2021: 95)
<표 1-3> 중국의 우주개발 성장 속도
1~100개

101~200개

101~300개

걸린 시간

37년

7.5년

4년

발사 횟수

2.7차례

13.3차례

23.5차례

2018년(37차례), 2019(34차례) 세계 최다 로켓 발사 국가
2020년 50차례 발사 예정
자료: 김지이(2021: 95)
성

과

최근 2022년 1월에는 5년 단위로 발간되는 『2021년 중국의 우주』가 모습을 드러냈
다. 해당 백서에는 지난 5년간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이룬 성과와 향후 추진할 계획을 담
고 있다. 이에 더해 아래 <표 1-4>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이 앞으로 우주공간
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활용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해당 백서에서
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용구로 시작한다. “이 거대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산
업을 개발하고, 중국을 우주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다”라고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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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해당 인용구를 통해 시진핑 시기 중국이 우주공간을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 어떻
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석 및 활용할지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1-4> 2021년 중국의 우주백서 임무‧비전‧원칙
구

임

비

분

세

부

내 용

무

-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임무는 우주를 탐험하여 지구와 우주에 대한 인류
의 이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평화적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을 활용하고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의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우리의 공동
책임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 과학 및 기술개발, 국가
안보 및 사회발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 인민의 과학 문화 수준
을 높이고 중국의 국가권익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힘을 강화한다.

전

- 중국은 전방위적인 방식으로 우주 존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과학 기술의 자립과 자립 노력을 주도하며
고품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우주 거버
넌스를 옹호하고 인류의 진보를 개척 합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와
모든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

중국의 우주산업은 전반적인 국가전략의 대상이 되며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중국은 고품질 우주산업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공유를 기반으
로 하는 혁신 주도, 조정, 효율적, 평화적 발전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자료: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원

칙

(2022.1.28.). 해당 내용 중 밑줄 및 볼드체는 저자 직접 표시
이처럼 중국은 우주공간을 군사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주군사전
략’ 개념을 창안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중국이 우주군사전략에 관심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할 정보전에 있어 우주에서의 전력우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 우주군사전략의 개념과 위상과 관련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유명 군사학교 학장이자 육군 소장(少將)인 쉬
허쩐(許和震)에 따르면 “우주군사전략은 우주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우주전쟁을 승
리로 이끌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우주작전(太空作戰)이라 함은 적대적인 쌍방이 우주
공간에서 또는 우주공간을 이용하여 군사적 대항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
했다. 이와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중국은 각 군종에 대한 정보지원을 비롯한 탄도탄 탐지,
군사통신, 반위성무기(ASAT) 개발에 이르기까지 제 분야를 포괄하는 우주군사전략의 수
립을 창안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공간의 활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많은 자원
을 투입하고 있다(박병광, 2019: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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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 시기 더욱 본격화 되고 있는 우주공간을 활용한 군사혁신
방향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군에 지휘‧통제‧통신‧정찰을 지
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 할 것이며, 둘째, 우주‧공중‧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현대화 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전략미사일을 다양화‧정밀화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
고, 넷째, 군사정보 수집을 비롯한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박병광, 2019: 93~94).

IV. 시진핑 시기 우주공간 활용 통한 군사혁신 내용 분석
시진핑은 2012년 11월 8일,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의 제9
항에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가속적인 추진’에서 “우리나라는 생존안전문제와 발전안전문
제, 전통안전위협과 비전통 안전위협의 상호교차에 직면해 있어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
의 중대한 발전이 요구된다”고 공표함으로써 중국의 미래 군사혁신 추진의 결심과 필요성
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전임 후진타오 주석의 국방 심화 3단계 전략구상을 준
수하여 2020년에 ‘정보화 조건 하 국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임무 수행능력을 제
고할 것임을 밝혔다(이창형, 2018: 22). 아울러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강조된 우
주공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존 정보전 업무를 담당했던 총참모부 예하
부서를 통합하여 ‘전략지원부대’라는 새로운 군종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전략지원부대의
임무는 전 영역 작전지원이며, 항공, 우주, 사이버 및 전자공간에서 국부적인 우세를 획득
함으로써 전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이창형, 2018: 44).
이처럼 중국은 현대 및 미래전쟁에서 ‘정보화’를 통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인식하에 중
국인민해방군의 C4ISR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무엇보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
국의 기술력은 군 현대화 및 군사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군사혁신에 있어
AI, 드론,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의 융‧복합을 추동할 핵심 구성요소인 ‘우주공
간’의 활용을 중요한 토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 및 적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
진핑 시기 우주공간 활용을 통한 중국의 군사혁신 내용을 세 가지 구성요소 측면에서 분
석해 보고자 한다.

1. 전략/교리 분야 군사혁신
시진핑 시대 들어 전략/교리 분야에서 변화의 핵심은 중국군의 정보화를 통한 국가전
략의 전략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은 현대전쟁과 미래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시
진핑 시대에 내세우는 군사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적극방어 전략’,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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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연합작전’11), ‘대외확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시된 해당 군사전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5대 군종이 원활한 연합작전이 수행될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주공간’의 안정적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전략/교
리 분야 구현에 있어 우주공간의 활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적극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다. ‘적극방어’ 전략의 수립은 마오쩌둥 시기에 국
제적 안보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발현하게 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국공내전,
항일전쟁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병력과 무기면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는
적을 상대해야 하는 고민속에서 상대적인 강점인 수많은 인민들을 활용하는 ‘인민전쟁사
상’을 도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인민전쟁전략’을 창안해냈다. 이런 전략개념을 토대로 작전
개념을 파생시켜 아군의 전투력을 집중해 적의 유생역량(有生力量) 격멸에 중심은 둔 ‘섬
멸전’을 강조하고, 작전형식면에서는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전(运动战), 진지전(阵地
战), 유격전(游击战)’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해당 작전개념과 작전형식이 결합되어 전략
적 수준의 ‘지구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적극방어’ 전략은 이러한 군사적 고민들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해당 개념을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적극방어 전략이 단지 방어
에서 종결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극방어’에는 방어를 포함한 반격과 공
격을 준비하는 또 다른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개념을
현시할 수 있도록 우주공간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군이 국가의 핵
심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 큰 방향성을 유지케 하는 역
할을 개척해 나가는데에도 우주공간 활용은 새로운 생각들을 촉매하고 있다.
둘째, 정보화 국지전 연합작전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군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인력, 조직을 비롯한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걸프전, 코소보전 등 여러 전쟁사례를 통해 정보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정보화된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을 현시할 지휘‧
통제체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인재양성을 위한 활동에 있어 우주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우주영역을 활용한 작전은 육‧해‧공‧사이버 영
역과 상호보완적 관계이기에 서로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주작전은
기상, 항법, 통신 및 데이터 제공 등 다른 전장영역에서 해당 군종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
게끔 기여한다. 구체적 사례로서 중국은 2016년 군사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인 양자암호를
11)

중국군 ‘연합(联合: joint)’개념은 한국군의 ‘연합(combine)’과 ‘합동(joint)’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정보화국지전 연합작전’의 ‘연합’ 역시 동일하게 이해해야 한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외국군과
의 ‘연합’훈련, 타군종과의 ‘합동’훈련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합동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군사용어 사전에 의하면 독립 군종 내에서는 합동훈련을 실시하며(육군 합동훈련, 해군 합동훈련) 전
구차원에서는 연합훈련(중러 연합훈련, 동부전구 연합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심현섭(2017: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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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위해 양자통신 실험위성 ‘무쯔(墨子)호’를 쏘아 올렸다. 이어 해당 위성을 이용
해서 2018년 1월에 중국 베이징 동북부 싱룽과 7,600km 가량 떨어진 오스트리아 빈 남
쪽 그라치를 잇는 대륙간 양자암호통신에 성공했다고 공표했다(박근태, 2018.1.23.). 중
국의 양자위성인 무쯔가 수집·송신하는 데이터는 타국이 해독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우주
공간 영향력 확대 및 육‧해‧공‧사이버 영역의 창과 방패를 동시에 준비하는 셈이다(최원석,
2021.10.21.).
셋째, 대외확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국군의 ‘대외확장’ 전략은 국가전략 일환으
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국
익 확대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유럽, 아프리카까지 군사력으로 보호해야 할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대외확장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국제적 군사 영향력 강화’이며, 다음은 ‘역외 투사능력 강화’이다. 아래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군은 국가전략 측면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을 군사 분야에서 뒷받침 해주기 위해 ’15년 11월, 아프리카의 동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부티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했으며, 2017년
8월부터 운용 중이다. 더불어 서아프리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중이며, 아프
리카의 세 번째 기지 후보국으로는 탄자니아가 거론된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캄보디아, 태국 등 적극적으로 다국적 연합훈련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면 국제적 범위에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군사력이 역외로 투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우주공간 활용’이라 할 수 있다(심현섭, 2017:
145∼155; Cheng, 2015; 조찬제,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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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대일로 전략과 국외군사활동

자료: 심현섭(2017: 139).

2. 군사기술 분야 군사혁신
시진핑 시대 들어 군사기술 분야에서 변화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 군을 넘어선 지능화된 군으로 변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중국 육군은 네트워크 기반 정보화 능력에 기초한 군사무기 개발, 무인화 작
전, 전장공격,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군사지능화 발전의 가속화, 네트워크 정보체계에
기초한 합동작전 능력‧전역작전능력 제고’ 등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육군의 기존 전력구

조를 수정‧보완했다(이상국‧이수훈, 2020: 126).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 기반하 네
트워크 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상과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공간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중국 육군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무
기체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주공간을 활용한 정찰위성, 통신위성, 그리고 위성항법시스
템의 지원과 상호운용성 제고는 반드시 검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해군에서는 다양한 지능형 자율수상함과 수중이동체를 배치‧실험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학원 선양자동화연구소가 개발한 하이이(海翼) 무인 수중이동체는 잠수함 탐
지를 지원할 수 있는 해저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역할을 인공위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의 기술적 진화는 상대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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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군에 전력화되어 있는 수상함
및 수중 그리고 잠수함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단없는 지휘‧통제체계를 요구하고 있
다. 그렇기에 중국 해군의 전력을 극대화함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체계가 바로
우주공간에 배치하고 있는 통신위성이라 할 수 있다(이상국‧이수훈, 2020: 127). 또한, 중
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함 탄도미사일들이 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초수
평선 레이더(Over-The Horizon radar: OTH radar)와 정찰 위성들이 이동하는 목표물을
발견하고 추적하면서 중간 및 최종단계에서의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정교하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우주공간에 정찰위성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최우선, 2019: 18).
셋째, 중국 공군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약 2,250여대의 전투 임무기를 보유하고 있
으며, “항공우주일체와 공방겸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구조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획기적인 수준의 전력발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DOD, 2021: 55; 박병광, 2019: 72). 중
국의 주력 전투기는 구소련에서 수입한 Su-27, Su-30 계열과 중국 자체로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전장인식 및 항법, 레이더 기능 등의 능력을 갖춘 독자 개발한 J-10, J-11,
J-16 등으로 1,000여기를 운용중에 있다. 이를 포함해서 중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 5세
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는데,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동부전구를 필두로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FC-31은 높은 기동성과
향상된 전장인식 능력 그리고 고급 레이더를 이용한 추적 및 표적화 능력을 갖춘 전투임
무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투임무기의 핵심 기능인 전장인식 능력과
고급 레이더를 간단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및 정찰위성의 안정적인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중국에 있어 공군력을 적시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선결요건은
우주공간의 안정적 활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공군 전력을 개발해 나가
고 있다(DOD, 2021: 80; 박병광, 2019; 이창형, 2018).
넷째, 중국은 2016년 1월 제2포병에서 로켓군으로 개편을 통해 전략적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로켓군의 임무는 중국에 대한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핵무기 반격 및 재래식 미사일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것이며, 핵 미사일부대와
재래식 미사일부대, 작전보장부대, 관할 미사일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주목할
부분은 로켓군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탄도미사일이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정미사
일 위주에서 고체연료를 바탕으로 운반체도 동반하기에 기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
전해 나가고 있다(박병광, 2019: 79~80).
2021년 1월말 기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출간되는 연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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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중국은 2020년 대비 약 30여개가 늘어난 약 35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IPRI, 2021: 369). 그리고 해당 핵탄두를 운반한 수단을 운용
및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로켓군이라 할 수 있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의 직접지휘를 받고 있다. 아래 <표 1-5>는 중국의 대략적인 로켓군 부대 현황이다. 아
울러 중국 로켓군의 미사일 현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로켓
군이 약 200여기의 ICBM, 300여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1,150여기의 단거리 탄도미사
일 및 3,000기의 순항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Lague and LIM,
2019.4.25.).
<표 1-5> 중국의 로켓군 전신부대(제2포병) 현황: 6개기지 및 23개미사일 여단
구

분

내 용

제51기지
(4개 여단)

206여단(섬서, 한성, DF-21), 810여단(대련, DF-3),
816여단(통화, DF-21), 820여단(산동, 래무, DF-31)

제52기지
(7개 여단)

807여단(안휘, 기문, DF-3), 811여단(안휘, 석태, DF-21),
825여단(강서 낙평, DF-15),
817여단(복건, 영안, DF-11), 819여단(광동, 매주, DF-11),
821여단(강서, 간주, DF15),823여단(절강, 금화, DF-15)

제53기지
(3개 여단)

802여단(운남, 건수, DF-3/21), 808여단(운남, 초문, DF-3/21),
822여단(운남, DF-21)

제54기지
(3개 여단)

801여단(하남, 영보, DF-4), 804여단(하남, 란천, DF-5A),
813여단(하남, 남양, DF-5)

제55기지
(3개 여단)

803여단(호남, 청주, DF-4), 805여단(호남, 통도, DF-5A),
818여단(호남, 회동, 동풍-5A)

제56기지
(3개 여단)

809여단(청해, 대통, 동풍-3),
814여단(청해, 대자단, 동풍-5A)

기 타

812여단(청해,

덕령합,

동풍-4/21),

22기지(섬서 보계, 훈련기지/예비기지), 28기지(길림 청우, 훈련기지)

자료: 박병광(2019: 79)
다섯째, 중국의 전략지원부대는 우주작전과 사이버작전을 전담하며 정보전 지원 역할
을 담당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2019년 국방백서는 전략지원부대의 현대화 목표
를 “핵심 분야에서 큰 발전을 달성하고 신형 전투력의 통합 발전을 가속화하여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략 지원군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DOD, 2021: 64). 특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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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주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전략적 효과를 마련코자 자국의 군사용 위성시스템 그리고
유사시 적국의 위성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인공위성요격체계 즉 반위성무기(ASAT), 군
사작전시 원활한 지휘‧통제를 제공해주는 통신위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서 지난 2007년 중국은 먼저 반위성무기(ASAT) 분야에서 획기적인 반
전을 달성했는데, 1월 11일 지상에서 KT-1 미사일을 발사하여 865km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기상위성 ‘펑위(風雲)-1C(FY-1C)’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18년 2월에
중국은

3만km

能)-3(DN-3)’

상공에

있는

발사시험에

군사위성을

성공하는

등

타격할
해당

수

있는

위성

요격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해

가고

‘둥넝(動

있다(김선한,

2018.4.3.). 이는 중국이 우주군사력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는데 반위성무기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통신첩보수집, 전장인식 등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우주자산을 다양하게 확보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반위성무기에 의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자산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되면
미래 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원활한 지휘‧통제 능력을 발
휘할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병광, 2012: 45~46; 박병광, 2019: 95).
정리해 보면, 시진핑 시기 중국군 군사기술 분야 군사혁신 내용은 아래 <표 1-6~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전력들을 개발 및 활용하고 있으며, 계속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6> 중국의 우주전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성

통신, 정찰, 조기경보, 항법위성 등 100기 이상 운영 중

로 켓

창정(CZ) 등 14여 종 개발운영 중

우주무기
탄도탄(ICBM)
감시체계

지상, 우주배치 레이저무기 개발, 반위성무기 전력 증강 중
DF-5A, DF-31, DF-41 등 200기 이상 보유
지상관제 광학‧레이더 감시체계 운영/우주기반 위성추적체계 개발 중

자료: 박병광(2019: 95)
<표 1-7> 중국인민해방군의 첨단무기
신형무기

개발과 배치상황

제원과 성능

비고

094형 진급
전략잠수함

현재 4척 배치,
4~5년 내 4척
추가배치

사정거리 8,000km
JL(巨浪)-2
핵탄두 미사일 12기탑재

차세대 전략핵잠수함
096형 개발

18/27

신형무기

개발과 배치상황

제원과 성능

비고

항공모함

2030년까지
원자력항모 2척
보유추진

6만 5,000톤급의 경우
전투기 40대 이상 탑재가능

2012년 9월 25일
최초의 항모(랴오닝)
정식취역

J-15,
J-20 전투기

실전배치 중

작전반경 1,500km이상
스텔스전투기(J-20),
항공모함 탑재용(J-15)

2006년 전투기 J-10
독자개발완료,
이미 65대 실전배치

DF-21D/DF-26
미사일

2013년 실전배치

사거리 1,500km 이상의
항공모함 킬러

美항모 공격용도로
개발

DF-41

2017년 실전배치

사거정리 15,000km
최장거리 다탄두 미사일

미사일 발사후 30분내
미국대륙 도달

우젠-8

정국의 드론 기술을
집약한 초음속 드론

마하3.3인 미국의 군사용
드론 D-21보다 더 빠름

괌 포함 서태평양
지역까지 비행가능

자료: 박병광(2019: 95)

3. 조직/편성 분야 군사혁신
시진핑 시기 중국군 군사혁신에 있어 가시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가 바
로 조직/편성 분야의 재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중국군의 ‘적극방어’, ‘정보화 국지
전 연합작전’, ‘대외확장 전략’ 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
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인 시스템이 바로 우주공간을 활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보‧감시‧정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자동화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를 통해 육
‧해‧공군 및 로켓군, 전략지원군의 타격체계와 연동하여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조직/편성을
구축하는 것이다(박창희, 2021: 386~387). 이런 맥락 하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군 조직/
편성에 있어 군사혁신을 추구했으며, 그 핵심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즉 중국군은
‘군위관총, 전구주전, 군종주건(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 기치하에 조직/편성 분야
에서 군사혁신을 단행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군위관총’은 2015년 말부터 추진된 군 현대
화 일환의 군사혁신을 통해 기본 골격으로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군을 총괄하여 작전을
지휘하고 군사력 건설을 관리’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 조직을 통해 지휘권을 강화하고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끔 개편했
다. 즉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용병은 전구가, 양병은 5개 군종(육‧해‧공‧로켓군‧전
략지원부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탈바꿈했다(조영남, 2018: 57; 심현섭, 2017: 157).
‘전구주전’은 아래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7개 군구에서 동‧서‧남‧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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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5대 전구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즉 전구 체제는 연합작전의 효
율을 높이고, 군사위원회가 부여한 지휘권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전시와 평시 일
체화, 상시적인 운영, 전문기구의 주관, 고급간부 정예화의 요구에 따라 지휘능력을 향상
하고 지휘관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변모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변화를 통해서 전구는
연합지휘, 연합행동, 연합보장을 강화하고 부대를 견고하게 조직하여 일상적인 전쟁준비
와 군사행동을 추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중국인민해방군의 개편은 각 군종
간의 원활한 지휘통제체계가 선차적으로 구축되어야 가능했기에 우주공간의 활용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이창형, 2018: 31∼32).
<그림 1-4> 중국인민해방군의 구조 비교 (좌)7대 군구 (우)5대 전구

자료: 심현섭(2017: 161).
‘군종주건’은 전구주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강군몽 실
현을 위한 병종의 확대를 통한 군사능력 제고에 방점을 둔 군사혁신의 일환이라 할 수 있
다. 앞서 전술한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가속적인 추진’에 따르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복
잡한 연합작전체제를 고려하면 군병종(軍兵種) 건설 역시 더욱더 전문화 추세를 보일 것
이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종을 개편 및 확장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지난
2015년 12월 31일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영도기구,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 중국인
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설립 대회를 거행하여 육군영도기구의 설립과 ‘제2포병’ 명칭의
‘로켓군’으로의 개칭 및 새로운 ‘전략지원부대’의 설립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2016년 9월
13일에는 ‘연근보장부대’의 설립을 선포하고 편성된 군종 임무와 사명을 부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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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해 해‧공군 영도기구를 더하여 5대 군종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했다. 그 목적은 각 군
병종의 영동기제를 개선‧보완하여 ‘군종주건’의 전개를 돕고 또한 중국의 미래 연합작전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이창형, 2018: 39∼40). 정리해보면,
시진핑 시기 조직/편성 분야 에서의 군사혁신은 아래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으로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
편되었다. 아울러 중국군은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전략의 요구에 부
응해 전략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적극 표명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
며,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게끔 한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공간을 활용하여 각
군종 간 연합작전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이상국‧이수훈, 2020: 173).
<그림 1-5> 중국군 군사혁신 이후 조직 및 편성

자료: 심현섭(2017: 157).

V. 맺음말 : 한국군 및 육군에 주는 함의
오늘날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은 중국 고대 신화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진
행되고 있다. 예컨대, ‘톈궁(天宫)’은 우주정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쏘아 올린 우주기지
들에 붙여진 이름으로 ‘하늘 궁전’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 창세기 신화인 반고신화(盤
古神話)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아울러 달 탐사선인 ‘창어(嫦娥)’ 역시 중국의 고대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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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달의 여신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그리고 달 탐사 로봇 ‘위투(玉兔)’는 달에서 떡방아
를 찢는 옥토끼에서 유래하였고, 중계 통신위성인 ‘췌차오(鹊桥)’는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
녀가 만나는 오작교에서 유래한 이름이다(김준영, 2020.7.10.). 이처럼 중국의 우주공간
에 대한 활용은 자국의 역사적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하며 진화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시
진핑 시기 우주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탐험과 활용을 통해 군사 분야 및 민간 분야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이중용도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시진핑 시기 중국
은 우주공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전략 차원의 ‘중국몽’ 그리
고 군사전략 차원의 ‘강군몽’ 실현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했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 중
국군의 우주공간 활용을 통한 군사혁신을 한국군 및 육군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는 한국군에게 주는 시사점 두 가지이다.
한국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첫째, 미래의 전쟁양상 전환에 대비한 우주전‧사이버전
등 첨단 군사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한국군은 미래의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을 군사력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군사혁신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
다.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대국
들은 세계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우주‧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다영역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개발 확보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도 외부투사가 가능한 최
첨단의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위협상황에 필요 시 일시적인 또는 지속적인 억제 및 견제가
가능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군사발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한반도 안
보환경의 불확정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무기 능력 확충과 함께 미래
군사전략 차원의 첨단 군사력을 자주적‧능동적으로 개발‧확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 문제로 촉발될 수 있는 위기상황 시 중국이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 규모 및
능력, 운용 모습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 해군이 과거 연안 위주의 서해작전에서 벗어나 한층 능력이 제고된
무력투사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이 있는 현재의 서해작전은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
성을 촉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현실화 될 경우 그 능
력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리고 한국군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태성‧이상현,
2018: 108).
상기에서 제언한 한국군 수준 에서의 시사점 두 가지와 함께 육군 차원의 시사점 세
가지를 제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전략/교리 측면에서는 합동우주작전에 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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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군 작전효과 극대화 기여할 수 있는 (가칭)육군우주작전 개념 및 교리를 창안해야
할 것이다. 이미 육군차원에서 전략/교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군·산·학·연 협업을 통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육군의 노력이 큰 성과로 연결되
기 위해서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美 육군은 지난
2019년

10월『육군우주작전』교범을

출간했다.

해당

교범에서는

우주공간의

활용을

통

해 육군의 능력이 향상되며, 특히 원활한 통신지원과 적을 정확하게 표적화하고 아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DOA, 2019: 1~2). 이처럼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육군의 지상작전 효과 제고에 분명 기여할 것이기에 사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군사기술 측면에서는 한국군 합동우주작전 범주를 8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해당
범주별 발전시킬 사항을 사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합동우주작전 범주 8가지
를 살펴보면, 우주상황인식, 위치‧항법‧시간, 우주자산방호, 우주위협제거, 위성통신, 지상
통제국 운영, 정보감시정찰, 우주수송으로 나뉘어 진다. 육군은 해당 범주별 필요한 기술
들에 대한 소요를 염출하고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리 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손인근, 2020: 97~107).
셋째,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육군은 2020년 말 ‘우주과학기술정책과’를 편성하여 육군
우주전력 증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육군의 이러한 노력은 우주공간에 대한
활용 필요성 확산과 업무개발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육군 예하 기능사령부에 제대별 참모
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육군과 예하 참모조직을 지원하기 위한『(가칭)우주작전
대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윤상윤‧이상헌‧송재근, 2019: 113~117). 물론 제한된 예산
으로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쟁양상을 주도하고 동시방위전략을 구현함으로써 합동작전에 기여하는 육군이 되
기 위해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재구성 할 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계속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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