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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
다. 중국 일대일로(BRI) 전략의 해상 축은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 그 자체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명시적으로 이 전략이 인도태평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양과 태평
양의 중간에 위치한 호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정
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인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Quad)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미ㆍ호ㆍ영 3자 안보협력체
인 AUKUS를 주도하는 등 호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광물자원 수출국인 호주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러한 배경에서 호주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년간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습니다. 호주는 한국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이지만, 2020년 5월 시작된 호ㆍ중 무역 갈등을 계기로 경제 다각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의 교역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
화하려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희토류를 비
롯해 한국의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
급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점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협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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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국가입니다.
2021년 한국과 호주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상호 관계를 ‘포괄
적ㆍ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도 상호간에 갖는 전략적 가치와 위상이 높
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한ㆍ호주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에 어떠한 핵심 이익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양국간 상호 이해가 일
치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미중 경쟁에 대
한 호주의 입장과 전략적 이해,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정책, 인도태평
양 지역에 대한 호주의 협력 동향 등을 고찰하였고, 한ㆍ호주 협력 확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 최인아 부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동남아대양주팀의 이
재호 선임연구원과 김소은 연구원,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이선형 교수가 공동으
로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건설적인 자문을 해준 아산정책연구원
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희진 교수, 외교부 아
세안협력과의 표정화 과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보고서가 호주의 대
외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ㆍ호주 협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원장 김 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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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
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
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
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주정
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
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 당초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지
속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
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
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
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국에도 중요
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할 주요 파트너이다.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하고,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산업,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지역질서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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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대중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역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관계자들
의 우려를 샀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
게 된다.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수용을 거부하면서, 호주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전면
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험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국내적으로
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호주의 대중 견제 정책들은 호ㆍ중 관계에 균열을 야기
하였다. 특히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중국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
대적인 군사적 증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안보협의
체인 AUKUS(Australia-UK-US)를 주도하며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
가고 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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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 제재
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일부 상품 수출에 대한 감
소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
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
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
를 통해 활용하려 했던 레버리지는 사실상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주정부와 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정부와 산업계는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호주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관학
조사를 통해 △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 양자ㆍ
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 외교ㆍ
안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들을 제언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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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
과에 대응해 신규 시장을 신속히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을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호주 국회는 △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
인 수립 △ 호주 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 호주 국민
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
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아울러 호주
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호주는 미중 기술 패권 경
쟁 속에서 국제 기술 표준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
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
략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
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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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
드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
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
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는 중국
의 일대일로(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가 호주 본토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호주는 이 지역에 대한 중
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
치를 고려해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켰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
째,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
요가 있다.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대체
불가한 에너지 자원과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다. 호주가 철광석 때문에 중국의 경제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외에 중국을 상대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핵심 상품과 기술력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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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보리 수출
다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
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먼저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
이 뒤따랐다. 한국정부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 발굴과 한국기
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공급망 강화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급에
대한 한ㆍ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
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로의 입지
를 벗어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
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한ㆍ호주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
문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인도태
평양 지역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층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
다. 국별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MPAC 2025)의 공동 지원과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만
큼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호 3자 협력을 위한 정책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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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과의 경제
갈등을 촉발시켰으며, 호주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는 향
후 국제질서의 방향을 가늠할 리트머스 테스트로 주목을 받았다. 당초 대중 경
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대중 견제를 위한 역내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
다. 특히 2021년 9월 호주, 영국, 미국이 맺은 3국 간 안보협의체(AUKUS:
Australi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변화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적 위협을 우려
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중국과의 관
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
으로 호주 내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호주는 대외
적으로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연계,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
는 정책을 펼쳐왔다. 코로나19 원인 규명에 대한 호주의 조사 촉구가 불을 지
피긴 했지만, 호주와 중국 간 갈등의 씨앗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는 미국과 중국 중 어
느 한 쪽 편에 서기를 꺼리던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
거에는 중국을 겨냥한 배타적 편 가르기를 주저했다면, 이제는 자국의 국가 안
보와 국익 추구를 위해 미중 경쟁 구도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호
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는 대중 의존
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바이든 정부가 민주
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 연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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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우리로서는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가 어떠
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호주가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과 어떠한 협력을 추
진 중인지 등은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호주는 한국이 인태 지역에 대한 협력을 확대
할 유망 파트너이다. 한국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신남방정책은 주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역내 역할
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아울러 인태 지역의 지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인태 지역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이자, 인태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소다자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이미 양국은 ‘한ㆍ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등을 통해 인태 지역 번영을 위한 상
호 협력을 논의 중이다. 이런 점에서 호주가 인태 지역에 대해 어떠한 협력을
추진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의 인태 지역 협력 확대에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셋째, 호주는 양자 관계 차원에서도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한국과 호주
는 2013년부터 격년으로 외교ㆍ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해왔다. 또한 호주는 중견국 협의체인 MIKTA(Mexicoㆍ
IndonesiaㆍKoreaㆍTurkeyㆍAustralia)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
추진에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2021년 12월에는 한ㆍ호 수교 60주년
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방문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
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핵심 산업, 인적교류 등 양자 차원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양
자 협력을 인태 지역의 안보, 사이버ㆍ핵심 기술, 보건, 개발협력 등으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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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표명하였다.1) 호주와 한국 모두 교역ㆍ투자 다각화, 탄소중립, 미래 산업
육성 등 공통의 도전과제를 안고 있어, 양국간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ㆍ호주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양국간 안보ㆍ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와 접점을 이해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또 하
나의 이유이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이후, 호주의 대외정책을 단독으로 다룬 국내 연구들을
많지 않다. 임경한(2018)은 일대일로와 미국 인태 전략에 대한 호주와 인도의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백우열 외(2019)는 쿼드 4개국의 인태 전략 분석의 일환
으로 호주 인태 전략의 역사적 배경, 전략적 목표와 주요 정책을 논하였다. 이
재현(2019)은 호주와 아세안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아세안과
호주를 잇는 남서방면 호(arc)를 한국 지역 외교의 새로운 공간으로 상정하고,
호주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라미령 외
(2018)가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교역ㆍ투자 관계를 분석해 한국과의 경
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제ㆍ안보를 포함해 호주의 대외정책을 종
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특히 2020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호주의 대응을 다루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및 인태 지역질서 변화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
을 분석해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외교부(2021. 12. 14), ｢한ㆍ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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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을 둘러싼 호
주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중국
의 부상이 호주에 어떠한 전략적 딜레마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의 인
태 전략이 호주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최근 2년여 간 호주
내 중국 위협 인식 증가와 중국에 대한 호주의 강경 대응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
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
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자원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호주는 중국과의 교역 확
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으나,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호주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0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호주경제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호주의 국
가안보 정책과 타협할 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서 제3장은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호주의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 제4장 1절에서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노력들을 살펴본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 보복이 호주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변화
를 주었는지와 더불어, 시장 다변화, 산업고도화, 기술ㆍ표준 정책 등 중국 리스
크 해소를 위한 호주의 정책들을 검토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호주의 국방ㆍ외교 정책들을 검토한다. ‘2020년 국방백서(2020 Defence
Update)’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호주의 국방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쿼드와 최근
출범한 AUKUS를 중심으로 호주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에 어떻게 동참하
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호주가 인태 지역, 특히 태평양도서국과 동남
아 지역에 갖는 전략적 이해를 살펴보고, 호주가 쿼드 협의체와 자체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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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견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시
사점과 한ㆍ호주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2~4장의 분석 내
용을 바탕으로 한국이 직면한 대외환경을 평가하고, 호주의 사례가 우리의 대
외정책 방향 설정에 주는 함의를 논한다. 아울러 한ㆍ호주 간 상호 이익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한ㆍ호주 양자관계 측면에서는 최근 호주의 대중
정책 변화가 한ㆍ호주 경제협력 관계에 미칠 함의를 논하고, 지역협력 차원에
서 인태 지역에 대한 한ㆍ호주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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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

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
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
3. 소결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자
G20 국가로 성장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아시아태평양 동맹
체계(hub and spoke)는 지정학적으로 안보가 취약한 호주에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제공하였다. 한편 냉전 이후의 자유무역ㆍ다자주의 기조는 호주가 15
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반을 마련해주
었다. 이렇듯 호주에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는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담보하는
핵심 이익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와 중국의 패권국 부상은 이러한 질서
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호주는 G2 경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에
유리한 지역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호주는 2016년부터 중국의 ‘현상변경(revisionist)’ 시도에 대항해 ‘규
칙기반 질서’ 수호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촉구해왔다. 아울러 호주는 자
국의 지역 전략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전환하
고,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구축에
협력해왔다.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은 호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 증
가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호주는 2018년 전후로 자국 정치ㆍ경제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
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지역질서 변화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를 분석하
고,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 검토를 통해 향후 호주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
하고자 한다.

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
가. 중국의 부상과 호주의 이해관계
대부분의 아태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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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을 지속해왔다. 호주는 1983년 경제 불황 이후 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아
태 지역과의 경제통합을 모색해왔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2) 특히
2003~13년 기간 동안 중국의 철광석ㆍ석탄 수입은 호주의 광산 산업 붐을 주
도했으며, 덕분에 호주는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에도 큰 불황 없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3) 중국은 호주의 최대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중국
수출 증가는 호주의 주요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이 군
사적 팽창을 꾀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정책과의 괴리를 초래하였
다. 즉 중국의 부상은 호주에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다가왔으
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꾀하는 것이 지난 20년간 호주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과
제였다.4)
호주는 존 하워드 총리(1996~2007) 1기 내각부터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은 케
빈 러드 총리(2007~10) 시절 발간된 ‘2009년 국방백서’를 통해 보다 명확해
지기 시작했다.5) 호주는 중국 해군의 공세적 팽창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으
며, ‘2009년 국방백서’는 호주정부의 이러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다. ‘2009년 국방백서’는 중국이 급속한 군사적 증강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강국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 예고하였다. 국방백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의 동맹 강
화를 강조하는 한편 향후 20년 동안 자립적인 호주 본토 방어를 위한 국방 역
량 강화를 촉구하였다.6) 그러나 ‘2009년 국방백서’는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2) Goodman(2017), pp. 774-775.
3) Ibid., p. 774. 호주는 1990년대 초 경기 불황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2~4%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해왔다(World Bank, “GDP Growth (annual %) Austral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호주의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을 참고.
4) Goodman(2017), p. 771.
5) Ibid., pp. 77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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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도 중국이 글로벌 경제통합을 지속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규칙
기반 질서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라 평가하였다.7) 이는 중국의 부상을 ‘기회’
냐 ‘위협’으로 보느냐에 대한 호주 내 상반된 시각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중국에 대한 이중적 시각은 후속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
(2010~13)는 부임 직후 다윈(Darwin)항의 첫 미군기지 설립에 동의하며 오바
마 정부의 ‘아시아 피벗’ 정책에 적극 동조했으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압박
이 커지자 대중정책과 관련해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8) 일례로 길라드 내
각이 발간한 ‘2013년 국방백서’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독려한다고 밝히고 있다.9) 또한 ‘2013년 국방백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도, 역내 안정을 위해 미중이 전
략 경쟁을 최소화하고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10)
토니 애벗 총리(2013~15)도 내각 초기에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ADIZ)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경
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증가함에 따라, 애벗 내각도 초기의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며 2014년 중국과의 FTA를 공식 타결하였다.11) 애벗 내각
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
국의 호주 내 전략 자산 배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12) 애벗 총
리는 호주의 대중 관계를 ‘두려움과 탐욕(fear and greed)’으로 정의하였
다.13)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져오는 안보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중국 자본의
6) Australian Government(2009), 재인용: Goodman(2017), p. 777.
7) Australian Government(2009), p. 34.
8) Goodman(2017), pp. 777-778.
9) Australian Government(2013), p. 11, 재인용: Goodman(2017), p. 778.
10) Australian Government(2013), p. 10.
11) Goodman(2017), pp. 778-779.
12) “Tony Abbott confirms US has no plans to send B-1 bombers to Australia, says defence
official ‘misspoke’”(2015. 5.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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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애벗 내각은 미ㆍ일과의 안보협
력은 중시하면서도, 2015년 미ㆍ일이 반대하던 AIIB의 창립국에 이름을 올리
기도 했다.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2015~18)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턴불 내각에 들어와 중국에 대한 호주의 위협 인식이 높아진 것은 미국 중심의
아시아 안보 질서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이 공세적인 해양팽창 정책을 앞세워 아태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과거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버리고 아시아 지역 패권 확립을 위한 공격
적인 해양팽창 정책을 펼쳤다. 중국의 야심은 가까운 동중국해에서부터 멀리
인도양까지 확대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행보가 가장 두
드러졌다.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의 8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주변국의 EEZ를 침범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3년부
터 2015년까지 3,2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건설하였으며, 일부 섬을 군
사기지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14) 주변국의 주권과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에
도전하는 중국의 행보는 호주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였
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호주에 있어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한 확보는
국가의 사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턴불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5년 9월 호
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꼽으며, 남중
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선을 넘어서는(push the envelop) 안 된
다”고 경고하기도 했다.15)
13) “‘Fear and greed’ drive Australia’s China policy, Tony Abbott tells Angela Merkel”(2015. 4.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14) AMTI, “China Island Track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15) “Malcolm Turnbull changes direction on foreign policy: China trumps the Islamic State
death cult”(2015.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2), 재인용: Bisley and Schreer(2018),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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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호주의 우려는 ‘규칙기반 질서’ 유지에 대한 촉
구로 이어졌다. 호주는 국제사회의 대표 중견국으로서 이미 ‘규칙기반 질서’ 유
지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강대국이 아닌 호주에 있어 ‘규칙기반 질서’는 강
대국의 힘의 정치를 제한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소국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는 2차 대전 이후 UN,
World Bank, IMF, WTO 등의 국제기구 창설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의 국
제법 형성을 적극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규칙기반 질서’를 호
주 대외전략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16)
호주의 대외정책 공식 문서에서 ‘규칙기반 질서’ 관련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은 러드 1기 내각 시절부터이다. ‘2000년 국방백서’와 ‘2003년 외교백
서’에서는 ‘규칙기반’ 관련 언급이 없었으나, ‘2009년 국방백서’에서는 호주의
4대 전략 목표 중 하나로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안보 질서’가 총 9번 등장했다.
길라드 내각이 발간한 ‘2013년 국방백서’에서도 ‘규칙기반’ 관련 표현이 총 9
번 언급되었다. 반면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규칙기반 질서’가 총 56번 언
급되었다. ‘2013년 국방백서’와 비교해 관련 표현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
다.17) ‘2016년 국방백서’는 ‘규칙기반 질서’ 언급의 빈도수 증가 외에도,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였다. ‘규칙기반 질서’가
호주 대외정책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다. 그리고 그 ‘질서’의 범위 또한 전통적 안보 영역을 넘어 ‘(국제법에 의한) 분
쟁의 평화적 해결’, ‘개방 경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접근’까지 광범위하게
언급되었다. ‘2016년 국방백서’는 더 나아가 호주 방위군이 동맹 및 파트너 국
가들과 힘을 합쳐 이러한 질서 수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18)
16) Reilly(2020), p. 118.
17) Bisley and Schreer(2018), pp.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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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규칙기반의 전후 질서 구축을 지지해왔던 호주가 2016년 들어와
‘규칙기반 질서’를 새삼스레 강조한 것은 더 이상 기존 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 있
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호주 학자 닉 비즐리(Nick Bisley)는 과거
호주가 ‘규칙기반 질서’에 대해 논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전에는 규칙기반 질서
가 ‘잘 유지되었기(it was simply there)’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규칙기반
질서’는 호주 대외정책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 기조로 반영(hard-wired)되어 왔
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중국이 새로운 질서 구축을 도모하면서,
호주 정책결정자들은 과거의 질서가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19)
호주는 2010년대 중반 전후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우려는 미국이 현 질서 유지에 리더십 역할을 지속할 것인지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20) 중견국인 호주로서는 ‘힘
이 곧 정의(might makes right)’가 되는 상황보다 ‘힘의 정치가 규칙과 규범
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질서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질서가 미국
에 의해 보장되길 희망하였다.21) 호주가 ‘규칙기반 질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중국이 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
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호
주의 경각심을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남중국해 PCA 판결 직후 당시 국방장관이던 머리스 페인(현 외교장관)은
2016년 9월 의회 연설에서 호주가 미국, 영국, 일본 등 ‘규칙기반 질서 유지’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피력하였다.22) 맬컴 턴불 총리(2015~18)
18) Bisley and Schreer(2018), p. 307.
19) Bisley(2018. 7. 22), “Australia’s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7).
20) Bisley and Schreer(2018), pp. 308-309.
21) Ibid., p. 310.

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 • 31

도 2017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역내 ‘지배’를 추구하
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규칙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3) 남중
국해 질서에 대한 호주 정책결정자들의 우려는 2017년 외교백서에도 반영되었
다. 2017년 외교백서는 남중국해를 지역질서의 ‘균열선(fault line)’으로 규정
하고, 호주가 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 ‘중요한 국제 수로인 남중국해의 안정과
이 지역의 질서를 지배하는 규범과 법 유지’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피력하
였다.24)
아울러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것을 심
히 우려하고 있다.25)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지난 70년간 호주 국
방정책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이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국토 면적
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는 2,600만 명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 전체가 개방되어
있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연방 설립 이래 자국의 힘만으로는
국토방위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강력한 우방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국의 안전보
장을 모색해왔다.26) 2차 대전 이전에는 영국이, 이후에는 미국이 그 대상이었
다. 특히 태평양 전쟁의 경험은 호주에 있어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
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으며,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호주 국방ㆍ외교 정
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호주는 1951년 서명한 ‘태평양안
전보장조약(ANZUS: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27)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
호주ㆍ뉴질랜드 5개국 간 정보 동맹 연합체인 ‘Five Eyes’ 에도 참여하고 있다.
22) Bisley and Schreer(2018), p. 303.
23) Turnbull(2017. 6. 2), “The IISS Shangril-La Dialogue Keynote Addr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8).
24) Australian Government(2017), p. 46.
25) Chase and Moroney(2020), p. 21.
26) Firth(2020), p. 8.
27) 1986년 뉴질랜드가 비핵화 정책으로 탈퇴한바, ‘미ㆍ호’ 동맹 조약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32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호주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호주는 중국의 역내 패권이 급속히 확
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국의 안보 환경
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호주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접근지
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자국 인접 지역에 대한 방어 역량을 키워왔으며,
중국의 급속한 군사현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 또한 줄어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28) 2010년대 들어와 호주 내에서는 미국 홀로 중국의
부상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커졌으며, 이는 지역질서 유지를 위
한 호주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동맹국 간의 협력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29)
2016년 호주 국방백서는 2020~24년까지 호주 GDP의 2%를 국방비에 투자
해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한 호주군의 무기 역량과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명
시하였다.30)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호주의 국방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뉘는데, 첫째, 호주 본토의 방어와 함께 호주 주변 해역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
고, 둘째,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둘러싼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질서를 지향하고,
셋째, 안정적인 인태 지역과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31)
호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의 경우 호주의 책임하에 있다고 보지만, 세 번째
목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ㆍ파트너국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
다.32) 이에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지원ㆍ협
력하는 한편 인태 지역 강국인 일본, 인도와의 국방ㆍ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호주는 동남아 해양안보의 안정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과
의 국방협력도 추진 중이다.33)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역내 관여에 대한

28) Chase and Moroney(2020), p. 21.
29) Harold et al.(2019), p. 163.
30) Australian Government(2016).
31) Ibid., pp. 17-18.
32) Harold et al.(2019), p. 162.
33) Ibid., pp. 16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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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호주는 뜻이 맞는
역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다각화를 통해 기존 지역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
다.34)
중국의 부상이 호주 안보에 야기하는 또 다른 위협은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이다.35) 중국은 일찍이 대만과의 외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천연자원 확보와 역
내 패권 강화를 위해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원조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36)
호주 싱크탱크인 Lowy Institute에 따르면 2006년과 2017년 사이 태평양도
서국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15억 달러(USD)에 달하였으며, 2017년 기준 중국
은 태평양도서국의 3대 공여국이 되었다.37) 태평양 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태평양도서국은 호주 본토 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종전 이
후에도 호주는 남태평양의 맹주로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유지해왔다.38) 따라
서 호주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향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남태평양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
하고 있는데, 호주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항만 인프라 지원이 장기적으로 중
국의 해군기지 건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남태평양에 해군기
지를 설치한다면 호주의 핵심 이익인 미ㆍ호 군사협력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
기 때문이다.39) 해군기지 설립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 확대는 태평양 남반구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호주의 전략적 부담을
34) 백우열 외(2019), p. 50.
35) Köllner(2021), p. 412.
36) Pryke(2020. 7. 20), “The risks of China’s ambitions in the South 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8).
37) Ibid.
38) 호주는 태평양도서국의 정치적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여겼으며,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이후에는 남태평양의 정치적 불안정이 테러리스트의 기지가 될 것을 우려해 솔로몬제도에 자국 군대
를 파견하기도 했다(Firth 2020, p. 142).
39) Pryke(2020. 7. 20), “The risks of China’s ambitions in the South 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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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호주가 미국,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는 이유이다.

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호주의 입장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호주 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 추진은 역내 안보 질서에서 호주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
용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팽
창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대중 견제에 돌입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중국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동시에
추진했다면,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은 전임 정부들의 관여 정책을 버리고 중
국과의 전면 대립을 예고하였다.40) 그 영역 또한 기존의 군사적 견제를 넘어
통상ㆍ기술ㆍ인프라ㆍ거버넌스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인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강압ㆍ
부채 외교를 앞세워 주변국의 주권과 권익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revisionist)’세력으로 규정하였다.41) 인태 전
략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지역질서를 위한 네 가지 원칙으로 ① 모
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존중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③ 개방된 투자, 투명한
협약, 연계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④ 항해와 비행
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강조하였다.42) 또한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의 동맹국과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인도 등 전
40)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견제하되 기후변화, 테러리즘, 핵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건설적
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주변국에 대한 강압 외교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로섬 차원의 경쟁 구도를 확립하였다(최인아 외 2020, pp. 35~37).
41)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42)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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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규칙기반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43) 인태 전략이 표방하는 이러한 원칙들은 앞서 살펴보았
던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도 일치한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은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중심축을 서
태평양에서 인도양 쪽으로 서진시킴으로써,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지역질서 변화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중심
에 위치한 호주가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
로서 역내 안보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실 호주는 미국의
인태 전략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리적 개념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담론을 주도
해왔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대내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은 광산 산업이 주 수입원이던 서호주 지역의 경제 호황을 가져왔으며, 서호
주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서호주의 지역적 위상 제고를 모색하게 된다.
정부 지원하에 Murdoch 위원회(Murdoch University)와 Perth USAsia
Center(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등이 서호주와 주변국과의 관계 연
구를 활발히 추진하였는데, 서호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
도태평양’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서호주의 경제 호황기 당시 퍼스
(Perth) 지역구 출신이었던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와 데이비드 존스턴
(David Johnston)이 호주의 외교, 국방 장관을 역임하면서 서호주정부가 촉진
하던 ‘인도태평양’ 개념이 호주 중앙 무대에서도 지지를 얻게 되었다.44) 아울러
로이 메드카프(Roy Medcalf)를 비롯한 유수의 호주 출신 학자들이 ‘인도태평
양’을 새로운 지역 담론으로 제시하는 연구를 주도하며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질
서’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활발해졌다. 호주 정책결정자들은 ‘인도태평양’이라
는 지역 개념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호주 국방백서에 ‘인도태평양’
43)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4.
44) 백우열 외(2019), pp. 43~44.

36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이라는 표현이 58번이나 등장하게 된다.45)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질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도태평양’이 남반구에
홀로 떨어진 호주의 지정학적 가치와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애매한 지위와 비교
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서구 문화권에 속하지만 아시아에 둘러싸여 있던 호주는
1980년대 들어와 과거의 유럽 중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향성을 모색
해왔다.46)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시아와의 경제통합 추진이다. 호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동아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해 아태 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해왔다.47)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아태 지역주의’ 촉
진을 선도해왔다.48) 호주의 아태 통합정책은 초기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넘어 자
국의 ‘아시아 정체성’ 강화로도 이어졌으나,49) 호주의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
중심의 지역협력을 선호하던 국가들에 의해 난관에 부딪치곤 했다. 일례로 호주
는 2000년대 초 아세안+3 가입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0) 2008년
에는 러드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대안으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제안하
기도 했으나, 이 또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51)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가입도 호주의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아닌, 역외 국가와의 멤버십 다각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
하겠다는 아세안의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결정이었다.52)

45) 백우열 외(2019), p. 45.
46) 위의 자료, p. 47.
47) Firth(2020), pp. 35-37.
48) Wilkins(2017), p. 112.
49) Ibid. 재인용.
50) Firth(2020), p. 58.
51) Morini(2010. 5. 6), “Whither the Asia-Pacific Commun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52) 백우열 외(2019), p. 4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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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아시아태평양 변방에 머무르던 호주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담론
의 부상은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받을 절호의 기회였다. 호주가 인도양
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 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태 전략과 이에
따른 ‘인태 지역질서’ 부상은 호주로 하여금 서태평양 변방에 위치한 지리적 한
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였다.53) 특히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기제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부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호주의 전략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
었다. 역내 안보에서 자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던 호주에게 인태 전략은 미국과
의 동맹을 공고히 해줄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유사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당초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수용은 지리적 차원에서 호주의 지정학적 가
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컸으나,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 도입 이후 ‘대외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미국, 일본과는 달리 호주는 공식적으
로 ‘인태 전략’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54) 그러나 호주도 인태 지
역질서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과 전략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가장 잘 엿볼 수 있
는 것이 2017년 호주 외교백서이다.
2017년 외교백서는 인태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과 호주의 이해관계,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호주의 대외정책 기조를 136페이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담
고 있다. 외교백서는 강대국 경쟁, 보호무역주의 부상, 국제법ㆍ규범 약화, 주
변국에 대한 강압적 행위 증가 등으로 인해 그간 호주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
왔던 전후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55) 이에 호주는 자국의 대외정
책의 목표를 “모든 국가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

53) 백우열 외(2019), p. 48.
54)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1. 6. 4). 일본의 경우 당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
평양 전략 ’을 내세웠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을 의식하여 2018년부터 중국 견제의 뉘앙스가 강한
‘전략’ 대신 ‘구상(Vision)’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이기태, 배정호 2019, p. 52).
55) Australian Governmen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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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두고,56) 인태 지역질서 유지를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들은 첫째, 국가 간 대화와 협력 촉진 및 무력 사용이나 강압이 없는
국제법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둘째, 상품, 서비스, 자본과 아이디어의 흐
름이 원활한 개방된 시장, 셋째, 모든 국가에 개방되고 포용적인 경제통합, 넷
째, 항해와 비행의 자유 권리 존중 및 작은 국가들의 권리 보호, 다섯째, 역내 안
보와 경제, 제도와 규범 형성에 대한 미국의 강한 리더십 지속, 여섯째, 상기 원
칙에 입각한 지역질서 강화를 위한 중국의 주도적 역할 촉구이다.57) 이 여섯 가
지 원칙으로 살펴볼 때 호주의 인태 지역 전략은 ① 규칙기반 질서 수호 ② 개방
경제와 자유무역주의 질서 촉진 ③ 미국의 지속적인 역내 관여로 축약될 수 있
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호주가 내세워온 대외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전후 질서를 지탱해왔던, 과거에는 당연시 여겨지던 가치들을 지
키기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호주가 ‘규칙기반 질서’ 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의 탈퇴로 폐기 위기에 직면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포괄적ㆍ점
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부활시키고, 미국의 인태
전략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주의 인태 전략이 내세우는 원칙들은 미국이 내세운 인태 전략 가치와 상
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중국을 기존의 ‘규칙기반 질서’를 흔드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인
식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중국을 배제하는 지역질서
에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58) 2017년 외교백서 또한 남중국해에 대

56) Australian Government(2017), p. 3.
57) Australian Government(2017), p. 38, 재인용: 백우열 외(2019), p. 55.
58) 백우열 외(201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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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
려를 표하면서도,59) 중국과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60) 호주 인태 전략이 추구하는 여섯 번째 원칙 또한 중국이
현 국제질서 유지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기대를 담고 있
다. 미국이 중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관여’ 정책을 포기한 데 반해,
호주는 중국을 설득해 현존하는 규칙기반 질서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
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호주의 딜레마와 무관하지 않은데, 역대 호주정
부들은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오락가락을 반복해왔으며,61)
2017년 외교백서에도 이러한 이중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중국의 현상변경 도전을 막기 위해 미국 인태 전
략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호주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
조해왔는데,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을 선호하고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번영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62)
이는 호주가 쿼드 참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
호주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
편 일본과의 양자 협력 및 호ㆍ일ㆍ미 3자 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호
ㆍ미ㆍ일 3국 간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호ㆍ미ㆍ일 3국은 ‘3자 전략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인태 지역의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상기 3국은 인태 지역에서의 공동 해상훈련을 포함해 해양과 사
이버 공간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
다. 중국이 BRI를 앞세워 주변국에 대한 강압 외교를 이어나가자, 3국 간 협력
59) Australian Government(2017), pp. 46-47.
60) Ibid., p. 4.
61) Goodman(2017).
62) Bishop(2017. 3. 13), “Change and uncertainty in the Indo-Pacific: Strateg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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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사ㆍ안보 영역을 넘어 경제협력으로도 확대되었다. 3국은 2018년 11월
인태 지역에 대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추진을 발표하고, BRI 모델에
대항한 ‘민간 중심의 인프라 개발 촉진’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63)
한편 미국의 인태 전략은 호주가 인도와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
련해주었다. 호주는 중국 해군의 인도양 서진을 막기 위해서는 인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전략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인도의 외교 기조와
러시아 중심의 무기체계는 호ㆍ인도 국방ㆍ안보 협력의 한계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담론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에 대한 인도의 ‘관여’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2007년 좌초되었던
쿼드의 부활은 호ㆍ인도 전략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당초 인
도는 쿼드 협력이 대중국 군사 협의체로 비치는 것을 꺼려 호주의 말라바르 훈
련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2020년 11월 말라바르 훈련에 호주를 공식 참
여하게 하는 등 2020년 6월 중국과의 국경유혈 사태 이후 쿼드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
가. ‘중국 위협’에 따른 국내 안보 위기의식 증가
호주가 느끼는 중국의 위협은 국제ㆍ지역질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호주 정재계, 학계, 언론에 대한 영향
력을 확대해왔으며, 중국이 호주 국가안보에 미칠 위협에 대한 인식 또한 커지
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내정간섭 논란은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침투에 대해 경각
심을 갖고 대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63) 인태 지역에 대한 ‘미ㆍ일ㆍ호’ 경제협력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제4장 2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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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CCP)은 통일전선공작부(UFWD: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를 앞세워 대내외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주도해왔는데,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다수의 중국계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중국의 주요 타깃
국가 중 하나였다. 미국의 동맹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심 동
맹국인 호주를 친중 노선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으며, 역내 중견국인 호주가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비판하며 ‘규칙기반 질서’ 유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64)
중국은 호주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외국인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을 활용해, 호주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호주의 내정간섭 사실을 부인했지만, 호주정부는 CCP가 ‘중국평화통일호주추
진회(ACCPPR)’와 중국 사업가들을 활용해 양당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활
동을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65) ‘샘 데스티에리’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중
국계 부동산 사업가 황샹모(黃向墨)가 대표적이다. 황샹모는 2014년 시드니공
대에 180만 달러를 기부해 ‘호주중국관계연구소(ACRI: 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를 설립하였는데, ACRI는 중국에 편향된 연구를 수행한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66) 이렇듯 중국은 ACCPPR과 ACRI를 중심으로 각각 호
주 정계와 학계를 후원하며 친중 여론을 주도해왔다. 중국은 이들 조직들을 활용
해 호주 관료들이 중국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왔는데, 2016년 노
동당 상원의원 ‘샘 데스티에리’와 중국 사업가들 간의 유착 스캔들이 터지며 이
러한 사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6년 8월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샘 데스티에리의 여행 지원비 초과 지
출분을 중국 사업가가 대납한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후 데스티에리 의원과 중
64) Medcalf(2019), p. 110.
65) ‘중국평화통일추진회(ACCPPR: Australia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Peaceful
Reunification)’는 UFWD가 관리하는 ‘평화통일추진회(CCPPR)’의 호주 지부로서, 2000년 중국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중국인 사회단체들을 견제하고자 설립되었다. ACCPPR은 호주의 대중 여
론 형성 및 정치 공작의 중심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클라이브 해밀턴 2021, p. 62).
66) 클라이브 해밀턴(2021), pp. 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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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업가들 간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ACRI의 설립자인 황샹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언론은 데스티에리가
중국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주 관료들에게 동중국해ㆍ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데스티에리가
금전을 대가로 중국에 호주 정보기관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많은 호주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67) 비판 의혹이 거세지자 데스티에리는 2017년 12
월 의원직에서 사임했으며, 호주정부는 스캔들의 배후에 있던 황샹모의 영주권
을 박탈하고 호주 입국을 불허하였다.68)
‘데스티에리’ 스캔들은 중국의 내정간섭 위협에 경종을 울렸으며, 호주정부
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호주는 2018년 6월 외국인의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외국인 영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의 외국 대리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호주의 내정에 간섭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
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중국의 반발을 샀다.69) 2018년 11월에는 양
당 지지로 외국인의 정치 자금(1,000호주달러 이상)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70) 이 법안 또한 중국의 내정간섭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의 호주 내정간섭 논란과 더불어 중국의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협 인식
도 커졌다. 2018년 초 호주 통신보안청(ASD: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은 5G의 사이버 보안 위협을 테스트하였는데, 5G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호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호주는 이전에도 중국 통신기

67) 클라이브 해밀턴(2021), pp. 137~142.
68) 샘 데스티에리와 황샹모 관계를 포함해 중국 사업가들과 호주 고위 정치인들 유착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브 해밀턴(2021)을 참고.
69) “Australia passes foreign interference laws amid China tension”(2018. 6. 28),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22).
70) Parliament of Australia, “Political Fin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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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화웨이(Huawei)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ASD의 디지털 전
쟁 시뮬레이션은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었
다.71) 이에 호주는 2018년 8월 국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기업 화웨이와
ZTE를 호주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호주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간 정보 동맹 연합체인 ‘Five Eyes’ 중 중국
기업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한 첫 국가가 되었다.72) 호주정부는 중국기업들
이 중국공산당의 첩보 수집에 협력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당 조치가 ‘호주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피력했다.73) 호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SD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서방 국가들과 공유하고 화웨이의 5G 배제 이
니셔티브를 주도하였다.74)
중국의 호주 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계심도 증가하였다. 중국은 자국이 추진
중인 BRI를 호주와 연결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호주 항만 인프라 투자를
늘려왔다.75)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중국기업 랜드브리지(Landbridge)가
99년 임대 조건으로 호주 북부의 다윈항을 인수한 것으로, 당시 오바마 정부는
호주정부가 이를 묵과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비치기도 했다.76) 2014년에는
중국 국영기업 자오상쥐그룹(China Merchants Group)이 세계 최대 석탄 수출
항인 뉴캐슬항만공사를 매입했으며, 2016년 중국 국부펀드인 CIC 캐피털이 멜
버른항만공사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해 20%의 지분을 챙겼다.77) 더 나아가 빅토
71) “Special report - Hobbling Huawei: Inside the U.S. war on China‘s tech giant”(2019. 5.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0).
72)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배제를 처음 촉구한 것은 미국이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73) “Marise Payne defends 5G ban on Chinese telcos Huawei and ZTE”(2018. 8. 27),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1. 7. 23).
74) “Special report - Hobbling Huawei: Inside the U.S. war on China‘s tech giant”(2019. 5.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0).
75)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호주 의회 연설에서 호주 북부 개발을 자국 BRI와 연계해 지원할 것을 시
사한 바 있으며, 2015년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중국기업들의 호주 북부 인프라 건설 참여를 권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클라이브 해밀턴 2021, p. 203).
76) “Port of Darwin: Malcolm Turnbull plays down Barack Obama’s concerns over lease to
Chinese company”(2015.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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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주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중국 BRI와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는 빅토리아주 인프라 건설에 대한 중국기
업들의 투자 내용을 담고 있다. 외자 투자가 절실한 주정부로서는 중국 자본의
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연방정부는 BRI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78)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추후 주정부 투자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호ㆍ중 갈등 심화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호주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호ㆍ중 관계를 경색
시켰으며, 양국 관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은 코
로나19 발발 직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았으며,
감염병 상황에 대한 ‘투명성’ 부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2020년 3월 초 국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안정되
자 팬데믹을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호주가 팬데믹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청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79)
2020년 4월 19일 페인 외교장관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를 포함
해 팬데믹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였다. 이틀 후 모리슨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WHO 조사단이 UN 무기사찰단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
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진원지 규명에 대한 미국과 유럽국가 정상들의 지지
를 촉구하였다. 중국은 호주가 중국정부와 상의 없이 국제조사를 요청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호주가 팬데믹 원인 규명을 요청한 지 한 달
77) 클라이브 해밀턴(2021), p. 194.
78) “As Australia frets about Chinese influence, local officials tout Belt and Road Initiative”(2019.
10.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6).
79) Lim and Attrill(2021), p.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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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WHO는 코로나19 발생과 국제적 대응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이며 공
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80) 이는 코로나 진상 조사를 처음
제기했던 호주의 외교적 성과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해당 결의안은 중국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당초 호주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성과에 그쳤다.81)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던 호주에 잇단 경제보복을
단행하였다. 중국은 5월 11일 검역검사 위반을 이유로 호주 육가공업체 4곳의
소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했으며, 5월 18일에는 향후 5년간 호주산 보리에 대해
80.5% 의 관세(반덤핑 73.6%, 반보조금 6.9%)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10월 16일 자국 방직공장에 호주산 면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
으며, 11월 6일에는 자국 수입업자들에게 호주산 목재, 랍스터, 설탕, 구리, 석탄,
와인, 보리 등을 수입하지 말 것을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7일 중국
정부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상계관세(107.1~212.1%)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하고, 12월 10일에는 임시 상계관세(6.3~6.4%)를 부과한다
고 밝혔다.82) 호주는 무역 갈등 초기부터 중국이 취한 일련의 보복 조치에 맞대응
하지 않고 국제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으며,83) 12월 21일 중국의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하였다.84)

80) “Australia started a fight with China over an investigation into COVID-19 — did it go too
hard?”(2020. 5.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9).
81) 중국도 결의안이 ‘중국’을 특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WHO의 코로나19 조사를 수용하며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IISS 2020, p. 3).
82) 이선형, 박나연(2020), p. 3.
83) “Australia won’t retaliate against China barley tariffs as minister says ‘there is no trade
war’”(2020. 5.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3).
84) 이선형, 박나연(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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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호주ㆍ중국 통상 분야 주요 갈등 내용
날짜

내용

2020.4.19

호주 외교장관, 중국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등 팬데믹 발원 국제조사 촉구

2020.4.21

호주 모리슨 총리, 미국 및 유럽국가 지지 촉구와 함께 코로나19의 국제조사 정식 요청

2020.5.11

중국, 호주 육류가공업체 4곳 대상 소고기 수입 금지 발표

2020.5.18

중국, 호주산 보리에 80.5%의 관세(반덤핑 73.6%, 반보조금 6.9%) 5년간 부과 발표

2020.10.16 중국, 자국 방직공장에 호주산 면화 사용 자제 권고(비공식)
2020.11.6

중국, 자국 수입업자에 호주산 목재, 랍스터, 설탕, 구리, 석탄, 와인, 보리 등 수입
제한 지시(비공식)

2020.11.27 중국,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107.1~212.1%) 부과 예정 발표
2020.12.10 중국, 호주산 와인에 임시 상계관세(6.3~6.4%) 부과 발표
2020.12.21 호주, 중국의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 WTO에 제소
2021.3.28

중국, 호주산 와인에 116.2~218.4%의 관세 부과 시작

2021.6.18

호주, 중국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WTO에 정식 제소

2021.6.18

중국, 풍차, 기차바퀴, 스테인리스 싱크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자료: 이선형, 박나연(2020)을 토대로 재구성.

양국 갈등은 통상을 넘어 외교ㆍ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
국은 2020년 6월 호주 내 인종차별 증가를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호주 방문 자
제를 권고했다. 유학 산업이 호주의 최대 수출 산업 중 하나이고 중국인 유학생
이 전체 유학생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호주에는 또 다른 경제
보복 조치나 다름없었다. 이후 양국은 6~9월에 걸쳐 국가보안을 이유로 상대
국 기자와 학자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과 입국 금지를 주고받았으며, 11월 18
일에는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이 호주정부의 14가지 반중 정책 리스트를 담은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85) 중국이 제기한 호주의 반중 정책 리
스트에는 △ 중국기업의 호주 인프라ㆍ농업 투자 제한 △ 5G 장비에 화웨이,
ZTE 사용 금지 △ 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 발효 △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 요구 △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과 관련해 중국정부 비난 △ 분쟁 비당사국

85) 이선형, 박나연(2020), p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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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에 남중국해 문제 제기 △ 미국의 반중국 캠페인 동조 △
주정부ㆍ외국 간 맺은 협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은 호주의 이러한 반중 정책들이 양국 관계를 악화(poisoning)시킨다고 주장
하며, 상기 정책들의 철회를 요구하였다.86) 모리슨 총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
며 호주의 국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법이나 내정간섭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87)
호주는 중국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11월 19일 ‘Five Eyes’ 참여국들과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재고하라는
공동성명을 냈으며,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 주권 침해를 삼가라며 경고의 메시
지를 보냈다.88) 11월 30일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호주
군인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을 암시하는 합성사진을 게재해 호주 사회의
공분을 샀으며, 모리슨 총리가 중국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89) 12월
에는 호주정부가 자국 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호주
의회는 12월 8일 주정부가 인프라, 통상, 관광, 문화, 대학, 연구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 맺은 협약을 연방정부가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8월에 발의된 이 법안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8년 중국과 맺은 BRI
협력 MOU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90) 12월 9일에는 기존 ‘외국인 투자 및

86) 그 외 리스트로는 △ 반중국 싱크탱크 후원을 통한 반중국 여론 조성 △ 합당한 이유 없이 중국인 기자
자택 압수수색 △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혐의 제기 △ 호주 국회의원들의 공산당 비판과 중국ㆍ아
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 중국에 적대적인 미디어 보도 등이 있다. “‘If you make China
the enemy, China will be the enemy’: Beijing’s fresh threat to Australia”(2020. 11. 18),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87) “Australian officials respond angrily to fresh attacks from Chinese diplomat”(2020. 1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88) “Hong Kong: ‘Five Eyes could be blinded,’ China warns West”(2020. 11. 19),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1).
89) “Scott Morrison demands apology from China over ‘repugnant’ tweet showing Australian
soldier threatening to kill child”(2020.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90) “The Federal Government’s new foreign relations laws have passed Parliament. Here’s
what that means”(2020. 12.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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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법’을 개정한 ‘투자제도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 통신,
교통, 국방ㆍ방산 산업, 원자력 산업 등이 이 민감 분야에 해당된다.91)
양국 갈등은 2021년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호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 주
정부와 중국이 맺은 BRI 협력 MOU가 호주의 외교정책과 상충된다는 근거를
들어 2021년 4월 21일 해당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반발을 샀
다.92) 5월 2일에는 피터 더튼(Peter Dutton)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안보위원회의 지시로 중국 랜드브리지 기업의 다윈항 임대 건을 재검토하
는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에 제정된 ‘핵심 인프라 안보법’에 따라 다윈항 임
대 계약 건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93) 중
국은 자국을 겨냥한 호주의 정책들을 비판하며, 5월 6일 호주와의 고위급 경제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94) 중국정부는 호주가 ‘냉전식 사고’에
갇혀 양국간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비난했으며,
호주측은 이러한 중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는 입장
이다.95) 6월 22일에는 14명의 호주 보수당 의원들이 호ㆍ중 컨소시엄이 인수
한 뉴캐슬 항만 운영이 ‘타국의 호주 인프라 투자 제한법(National Access
Regime Law)’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다윈항에 이
어 호주 내 중국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96)

91) Frydenberg(2020. 12. 9), “Major reforms to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framework pass
the parlia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92) “China blasts Australia’s decision to cancel Belt and Road deal”(2021. 4. 2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1).
93) “Strategic own goal: Defence reviews Port of Darwin’s Chinese ownership”(2021. 5. 2),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94) 호주와 중국은 2014년부터 ‘호ㆍ중 전략 경제 대화’를 개최해왔으며, 가장 최근에 이뤄진 대화는
2017년이다.
95) “China indefinitely halts economic dialogue mechanism with Australia”(2021. 5. 6),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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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갈등은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중국은 2021년 3월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116.2~218.4%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97) 6월
18일 호주정부는 중국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WTO에 정식 제소
하겠다고 밝혔다.98) 6월 24일에는 중국이 풍차, 기차바퀴, 스테인리스 싱크 등
자국산 제품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해당 품목들은
호주가 2014, 2015, 2019년에 걸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들로, 중국이 과
거 반덤핑 사례까지 문제 삼은 것은 호주의 WTO 제소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99)

표 2-2. 호주ㆍ중국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 갈등 내용
날짜

내용

2020.4.19

호주 외교장관, 중국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등 팬데믹 발원 국제조사 촉구

2020.4.21

호주 모리슨 총리, 미국 및 유럽국가 지지 촉구와 함께 코로나19의 국제조사 정식 요청

2020.6.6

중국, 호주 내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사례 증가로 자국민의 호주 방문 자제 권고

2020.6.26

호주 정보당국,｢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관영매체 기자 4명 자택
압수수색 실시

2020.8.31

중국,｢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중국계 호주인 앵커 구금 발표

2020.9.9

호주, 안보문제로 중국인 교수 2인 비자 박탈

2020.9.24

중국, 반중 호주 학자 2인 입국 금지

2020.11.18 주호주 중국대사관 호주정부의 14가지 반중 정책 문서 언론 공개 및 철회 요구
2020.11.19

호주와 ‘Five Eyes’ 참여국,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 야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 재고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20.11.30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에 호주 군인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 의혹 합성사진
게재

2020.12.8

호주, 주정부와 외국정부 간 체결 협약에 대한 연방정부의 최종거부권 관련 법안 통과

96) “China-Australia relations: Port of Newcastle becomes second Australian port with Chinese
interests to come under political fire”(2021. 6.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97) “China-Australia relations: Beijing officially slaps import duties on Australian wine after
concluding probe”(2021. 3.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3).
98) “Australia takes wine dispute with China to WTO”(2021. 6.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99) “China appeals to WTO over Australian duties on three products”(2021. 6. 2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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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날짜

내용

2020.12.9

호주, ‘국가안보에 민감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포함된 ‘투자제도 개혁 법안’
통과

2021.4.21

호주 연방정부, 빅토리아 주정부와 중국의 BRI 협력 MOU 4건 취소

2021.5.2

호주 국방장관, ‘핵심인프라 안보법’에 따라 중국 랜드브리지 기업의 다윈항 임대 건
재검토 발표(언론 인터뷰)

2021.5.6

중국, 호주와의 고위급 경제 대화 무기한 중단 선언

2021.6.22

호주 보수당 의원 14명, ‘타국의 호주 인프라 투자 제한법(National Access
Regime Law)’을 근거로 호ㆍ중 컨소시엄이 인수한 뉴캐슬 항만 운영 조사 요청

주: Five Eyes의 참여국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임.
자료: 이선형, 박나연(2020)을 토대로 재구성.

다. 반중 정서 확대와 대중 강경 기조 강화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도 커지고 있다. 로위연구소
(Lowy Institute)가 호주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100) 2018년만 해도 중국을 ‘경제동반자’로 인식한 응답자 비중이 82%에
달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34%로 줄었다. 반면 중국을 ‘안보위
협국’으로 본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8년 12%에서 2021년 63%로 급증하였
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2018년에는 51%의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을 한 반면 2020년에는 긍정 답변이 반 이상(23%) 줄었으며 2021
년에는 16%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100) Lowy Institute는 호주의 대표 싱크탱크로서, 2005년부터 호주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조
사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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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에 대한 호주의 인식 조사(경제동반자인가, 안보위협국인가)
(단위: %)

자료: Kassam(2021), p. 12.

그림 2-2. 글로벌 강대국에 대한 신뢰도(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단위: %)

주: “상당히 그럴 것이다(a great deal)”와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somewhat)”라는 답변을 총합한 결과로, 일본, 미국,
인도, 중국 데이터만 발췌하여 정리(2007, 2010, 2012~16, 2019년에는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데이터가 없음).
자료: Lowy Institute 홈페이지, https://poll.lowyinstitute.org/charts/trust-in-global-powers(검색일: 2021. 8. 3).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는 ‘중국의 군사적 활동’과 ‘중국의 정부 체제’
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국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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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의 응답자가 ‘지역 내 중국의 군사 활동’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
어준다고 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52%)는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군사
적 충돌’을 호주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꼽았는데, 이는 2020년 조사결과와 비
교해 17% 증가한 수치이다.101)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2016년 73%에서 2021년 92%로 증가하였다. 중국을 호주의 ‘경제적 기회’로
보는 인식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016년 75%에서 2021년 47%로 하락한 반면 호주 내 중국 투자를 부정적으
로 평가한 응답은 2016년 59%로 2021년 7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3. 중국에 대한 인식
(아래 항목들이 중국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단위: %)

자료: Kassam(2021), p. 14.

2020년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실시한 ‘대중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가 중국 경제의존도 감소를 위해 대체시장을 모색해
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으며, 58.3%가 호주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중국기업
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중국의 인권 침해 이슈와 관련

101) Kassam(202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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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호주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주: Lowy Institute 2020 설문조사의 ‘정부의 대중정책 평가’ 부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 데이터만 발췌하여 정리.
자료: Lowy Institute 홈페이지, https://poll.lowyinstitute.org/report/2020/(검색일: 2021. 8. 3).

해서는, 응답자의 82%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 당국자의 호주 입국을 제한하
고 경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최근 호주정부는 이러한 반중 여론에 힘입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
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2021년 6월 G7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대사관이 호
주 언론사에 흘렸던 ‘14개의 호주 반중 정책 리스트’를 공유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질서 수호에 뜻이 맞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모리슨 총리는
G7 정상회담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3자 회담을
갖고 중국 문제를 포함해 인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
슨 총리는 존슨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호ㆍ중 갈등에서 호주
편에 서겠다는 지지를 받아내기도 했다.102) 모리슨 총리는 G7 회의 이후 기자
회견에서 “어떤 국가도 (중국이 제기한) 14개 사항에 대해 양보를 요구하는 자
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이
102) “Morrison’s China list left leaders shocked and appalled”(2021. 6.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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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고, (외국의) 간섭 없이 기존의 국가 운영 방식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103)
이렇듯 호주는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압적인 행위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맞서기 위한 연대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주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견제에 앞장선다는 해석도 있지만, 호ㆍ중 갈등
속에서 호주가 취한 일련의 대응들은 호주의 주권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목
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104) 실제로 호주는 미국보다 먼저 중
국의 국내 정치 간섭에 대한 대응에 나섰으며,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
국기업을 가장 먼저 배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들을 보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호
주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2020년 국방백서라 볼
수 있는 ‘2020 국방전략업데이트(Defence Strategic Update)’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2016년 국방백서를 업데이트한 ‘2020 국방전략업데이트’는 2016년과 비
교해 호주의 전략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진단하며, 가장 큰 잠재 위협
으로 인태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행보를 꼽았다. 중국을 직
접적으로 언급한 문구는 드물지만, 2020년 국방백서가 언급한 역내 안정을 허
물어트리는 잠재 위협 요소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가리키고 있다. 간첩행위ㆍ
내정간섭ㆍ경제적 영향력 행사 등을 포함한 강압적 행위,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군사시설 설치와 준군사적 행위 증가, 회색지대 활동 증가, 역내 평화 유지에
필요한 규칙ㆍ규범ㆍ제도에 대한 도전, 군사 현대화의 가속화, 사이버 공격의
위험 증대 등이 대표적이다.105)
103) Prime Minister of Australia(2021. 6. 13), “Press Conference – Newquay Airport, United
Kingdo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
104) Medcalf(2019), p. 111.
105) Australian Government(2020a), pp.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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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는 ‘2020 국방전략업데이트’ 서언에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
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호주 국방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다.106) 호주정부는 호주의 군사력 증강을 위
해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약 1,9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는
데, 이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 제시한 예산인 1,950억 호주달러와 비교해
40% 증가한 규모이다.107) 뚜렷한 군사위협이 없는 호주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호주 연안 해역까지 미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의 동맹 유지만으로 호주 인접지역 방어를 담보
할 수 없다는 위기 인식이 커진 것이다.
호주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
하며 역외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군사 활동도 적극 지원해왔다. 이러한 군
사 지원은 호주 본토 위협 시 미국이 호주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서 비롯되었지만, 호주 본토 방어를 위해 미국이 실제로 참전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항상 우려의 시각이 존재해왔다.108)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불확실한 상황
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국방정책도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전진방어(forward deployment)가 아닌 ‘호주 본토와 인접
태평양, 동남아 해양지역’에 대한 방어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주국립대학의 앤드류 카(Andrew Carr)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보고 호주
대외정책이 ‘정상화’ 과정에 돌입했다고 설명한다.109) 카 교수에 따르면, 그간
호주는 지리적 위치와 역량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글로벌 중견국 역할을 지향
해왔는데, 이러한 호주의 대외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역내 안정을
위한 안보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106) Australian Government(2020a), p. 3.
107) Ibid., p. 7.
108) Firth(2020), pp. 135-140.
109) Car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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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국의 리더십 하락과 역내 안보에 대한 불안정 증가는 호주 정책자들로 하
여금 ‘글로벌’, ‘역외’, ‘역내’ 지역을 구분 짓게 만들었으며, 호주는 이제 ‘글로
벌 중견국’에서 ‘지역 세력국가(regional power)’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110) 그리고 2020년 국방백서에서 엿볼 수 있듯이, 호주 인접지역
방어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호주 연안을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카
(Carr) 교수에 따르면 호주 국방ㆍ안보 논의를 정의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
에 대한 우려’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111) 실제
로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는 호주가 대만해협 문제에
끼어들 경우, 이에 대응할 만한 군사적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설을 싣기
도 했다.112) 현재 호주 국방정책자들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 의식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의 태평양 침공을 상기시키는 수준으로 크다고 볼 수 있
다.113) 중국을 ‘안보적 도전자’로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지역질서 변경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호주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 중 하나로 확대된 것이
다. 따라서 현재 호주 국방정책의 최대 이슈는 중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호
주 국가안보를 방어하는 것이고,114) 이는 호주가 과거 중국에 대해 지속해왔던
‘관여와 헤징’ 정책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balancing)’ 쪽에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호주의 적극적 대응은 2021년 9월 발표된 호ㆍ영ㆍ

110) Carr(2019), pp. 9-10.
111) Ibid., p. 13.
112) “China needs to make a plan to deter extreme forces of Australia”(2021. 5. 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16). 해당 사설을 기고했던 후시진(Hu Xijin) 편집장은 2021년 5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호주 군대가 중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 대만에 올 경우, 중국 미사일이 호주의 군사기지 및
관련 시설들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https://twitter.com/HuXijin_GT
/status/139289689022038426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6)).
113) 이재현(2021. 8. 9), ｢미중 경쟁과 호주의 전략적 이해｣, KIEP 전문가 간담회.
114) “Australia’s defence strategy is a mistake of mortal consequence”(2021. 6. 19),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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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국 간 안보협의체(AUKUS: Australia-UK-US) 출범에서 가장 잘 나타난
다. AUKUS 출범 공동 성명에서 3국은 인태 지역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위
해 국방ㆍ안보뿐만 아니라, 국방과학ㆍ기술ㆍ산업 기반ㆍ공급망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115)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AUKUS를
통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프랑스,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샀다. 이미 호주와 디젤 잠수함 납품 계약을 맺었
던 프랑스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116) 그러나 AUKUS는 미국이 주도했다기보다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에 구애한 결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모리슨 총리는 프랑스제 잠
수함 도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비용이 높아지자, 2021년 6월 G7 미팅 계기
에 미국과 영국에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미국이 고심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117) 비록 프랑스를 비롯해 주변국과의 외교
적 마찰을 초래하긴 했으나, 호주는 AUKUS 출범으로 인해 자국 국방력 강화
에 힘을 실어줄 핵추진 잠수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태 지역 안보 질서
유지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개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소결
호주의 대중정책을 ‘두려움과 탐욕’이라고 묘사한 애벗 총리의 발언에서 엿
볼 수 있듯이,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안보적 도전’과 ‘경제적 기회’라는
양극화된 관점을 유지해왔다. 지역질서의 안정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외교ㆍ

115) The White House(2021. 9. 15),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3).
116) “Aukus: French minister condemns US and Australia ‘lies’ over security pact”(2021. 9.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2).
117) “The Morrison paradox only deepens”(2021. 1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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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계자들은 전자의 관점을, 경제 관료들과 재계는 후자의 관점을 관철시
키려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중국 부상에 따른 안보 위협은 경계하면서도 중국
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자 했다. 호주는 중국을 적대시하기보
다는 중국을 설득해 기존 질서에 편입시키기를 바랐으며, 미국과 중국이 제로
섬 경쟁을 펼치지 않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2018년 전후로 호주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
을 인지했으며, 중국에 대한 정책을 강경 대응 쪽으로 재조정(reset)하기 시작
했다.118) 다시 말해 중국 자본이 가져다주는 혜택보다 중국의 안보 위협이 크
다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욱 강
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대중정책 재조정은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와 주변국의 주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119) 따라서 이러한 강경 기조는
추후 노동당이 집권한다 해도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이 지역질서뿐만 아니라 호주의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호주 정재계ㆍ언론ㆍ사회에 침투한 중국 영향
력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사이버안보 위협이 호주 인
접 연안에 닿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외
교ㆍ국방 관계자들의 의견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20) 이로
인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며 실리적 이득을 얻겠다는 과거의
헤징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즉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감
수하고서라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확실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현재 호주정
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밖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현상변경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안으로는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
118) Garnaut(2018. 8), “Australia’s China res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5).
119) Remy Davison(2021. 4. 28), “Australia, China and the US: Navigating the perilous
diplomatic waters,” KIEP 전문가 간담회.
120) 이재현(2021. 8. 9), ｢미중 경쟁과 호주의 전략적 이해｣, KIEP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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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중국의 군사적ㆍ사이버 안보 위협에 맞서려 하고 있다. 호주가 경제 문제
로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중국의 경제 제재의 영향
이 호주가 국가안보를 타협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121)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최근 호ㆍ중 갈등이 호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객관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1) Medcalf(2019),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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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

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
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
4. 소결 및 전망

3장에서는 최근 호ㆍ중 갈등이 호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
국의 경제부상에 따라 자원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호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왔다. 호주의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호주경제에 상당히 긍정
적인 요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로 인해 호주의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오히려 위협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
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이러
한 영향의 특징을 추려내고자 한다.

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
가. 호주의 대세계 및 대중국 상품 수출 추이 분석
[그림 3-1]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의 연도별 대세계 및 대중국 상
품 수출액 추이를 보여준다. 호주는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
원에서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월 1일부터는 중국인
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숫자가 급감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호주의 서비스무역 감소로 이어졌다. 서비스무역 수치를
포함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자칫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감소가 호ㆍ중 갈
등의 효과로 인식될 수 있기에 총무역량 대신 상품 무역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
였다. 상품 무역 내에서도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는 자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호주산 수출 품목을 겨냥한 목적이 크기에, 상품 수출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은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주기별로 조금씩 차이
가 있었으나,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먼저 호주의 1990년과
2000년의 대세계 상품 수출 추이를 비교해보자. 2000년 호주의 대세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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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1,100억 호주달러로, 1990년 510억 호주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하였다. 다음으로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2010년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은 2,310억 호주달러로, 2000년 1,100억 호주달러보다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2000년 증가세와 2000~10년 증가
세를 비교하면, 2000~10년 증가세가 1990~2000년 증가세보다 더 가파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3년부터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 상승세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20년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은 3,630억 호주달러로 2010년
2,310억 호주달러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다른 10년 주기 증가세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원인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2016년 대세계 상
품 수출액인 2,580억 호주달러는 2011년 2,620억 호주달러와 비교했을 때 거
의 비슷한 규모이다. 다만 2016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9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3,900억 호주달러를 기
록했다.

그림 3-1. 호주의 연도별 대세계, 대중국 상품 수출액 추이(1988~2020년)
(단위: 십억 호주달러)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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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 추이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 추이를
비교해보자. 1988년부터 2002년까지는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 추이와 대중
국 상품 수출 추이 간의 연관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세계 상품 수출이
기간 내 420억 호주달러에서 1,190억 호주달러로 많이 증가했지만, 대중국 상
품 수출은 동 기간 내 10억 호주달러에서 80억 호주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과 대중국 상품 수출의 추이가 얼추 비슷해진
시기는 2003년 이후부터다. 200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호주의 대중국 상
품 수출에 따라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도 동반 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부상에 따라
중국의 자원 수요가 많이 증가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자원 공급을 호주가 해온
것이다. 자원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호주로서는 중국의 경제부상은 호재로
다가왔다. 다만 한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
다. 2010년 이후 찾아온 첫 위기는 2013년부터 증가한 중국의 자국 내 자원
채굴 생산성으로 인해 호주 자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이다. 이로 인해 같
은 기간 동안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는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의 감소 추세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 이후 2016년부터는 호
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이는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호주의 연도별 대세계 및 대중국 상품 수출액 추이 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은 1988년부터 지속해서 상승하
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대략 2003년부터 본격
화됐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2013년까지 이어지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
지 단기간 성장세가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6년부터는 상승세를 회
복하여 2019년에는 상품 수출 최고치인 1,480억 호주달러를 기록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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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수출 측면에서 호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략 2003년부터 시작되었
으며,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의 증감에 따라 호주의 대세계 상품 수출액도 동
시에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호주의 상품 수출대상국별 비중 추이(기간별)
[표 3-1]은 호주의 상품 수출대상국별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연도에
따라 수출대상국별 비중이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중 추이를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990년 기준 호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일본이었으며, 전체 수출 비중의 26.4%를 차지했다. 1990년에
일본이 호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부상에
따라 호주와 일본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호주정부 차원에서 호주기업과 일본 기업/정부 간
의 경제적 교류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등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국가를 상대
로 시행한 호주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방화 추진안들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
된다.122) 일본 다음으로는 호주는 미국(11.4%), 한국(5.9%), 뉴질랜드(5%),
싱가포르(4.6%), 영국(3.6%)을 상대로 활발한 상품 수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
났다.
2000년까지도 일본ㆍ미국ㆍ한국ㆍ뉴질랜드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
만 호주의 다섯 번째 상품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10년 사이 호주의 상품 수출상대국 판도를 크게 흔
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에 5.4%의 비중으로 5위를 기록했던 중국
은 2010년에는 25.3%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단숨에 1위를 차지했다. 중국 다
음으로는 일본이 18.9%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8.9%로 3위를 차
지했다. 전통적으로 4위를 차지했던 뉴질랜드는 8위로 순위가 밀려났으며, 그
122) 호주대사관 방문 인터뷰(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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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호주의 상품 수출대상국별 비중 추이(1990~2020년)
(단위: %)

1990

2000

2010

2020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일본

26.4

1

일본

19.8

1

중국

25.3

1

중국

40

2

미국

11.4

2

미국

10

2

일본

18.9

2

일본

12

3

한국

5.9

3

한국

8.2

3

한국

8.9

3

한국

6.4

4

뉴질랜드

5

4

뉴질랜드

6

4

인도

7.1

4

미국

5.3

5

싱가포르

4.6

5

중국

5.4

5

미국

4

5

영국

4.1

6

영국

3.6

6

싱가포르

5.3

6

대만

3.6

6

싱가포르

3.4

7

대만

3.5

7

대만

5

7

영국

3.6

7

뉴질랜드

2.8

8

인도네시아

2.7

8

영국

3.4

8

뉴질랜드

3.5

8

인도

2.7

9

홍콩

2.6

9

홍콩

3.2

9

태국

2.5

9

대만

2.7

10

중국

2.5

10

인도네시아

2.6

10

싱가포르

2.1

10

홍콩

2

11

독일

2.3

11

말레이시아

2.1

11

인도네시아

1.9

11

말레이시아

1.9

12

네덜란드

2.1

12

태국

1.8

12

말레이시아

1.6

12

베트남

1.8

13

스위스

2.1

13

이탈리아

1.7

13

홍콩

1.4

13

인도네시아

1.4

14

이탈리아

1.9

14

인도

1.7

14

네덜란드

1.1

14

태국

1.1

15

말레이시아

1.9

15

네덜란드

1.6

15

UAE

0.9

15

독일

1

16

캐나다

1.6

16 사우디아라비아 1.4

16

파푸아뉴기니 0.9

16

UAE

0.8

프랑스

1.5

17

필리핀

1.4

17

독일

0.8

17

네덜란드

0.7

파푸아뉴기니 1.5

18

캐나다

1.3

18

남아공

0.8

18

스위스

0.7

브라질

17
18
19

인도

1.3

19

독일

1.2

19

0.7

19

캐나다

0.6

20

이란

1.2

20

남아공

1.1

20 사우디아라비아 0.7

20

필리핀

0.6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리를 인도(7.1%)가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2위를 차지했
던 미국은 4%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며, 5위로 순위가 밀려났다.
중국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 중국
의 비중은 40%로 2010년의 25.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호주의
대중국경제의존도가 2010년에 비해 더 심화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느 어떤 기간과 비교해봐도 4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전무후무한
점을 고려했을 때, 2020년 호주의 중국경제의존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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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각국의 비중 정도는 12%, 6.4%, 5.3%, 4.1%로 크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호주의 주요 상품 수출대상국별 비중 추이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은 호주의 상품 수출
대상국 중에서 부동의 1, 2위를 차지하는 등 호주의 대표 수출대상국 중 하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은 2010년부터 호주의 최대 상품 수출대상국
으로 부상했으며, 2020년에는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호주의 최대 교역대
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셋째, 한국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호주의
제3의 상품 수출대상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0년에 비해 2020년의 비중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호주의 최대 상
품 수출대상국 중 하나였던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밖으로 순위가 밀려난 것
을 볼 수 있다.

다. 호주의 상품 수출대상국별 비중 추이(연도별)
[표 3-1]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기간별 추이를 보여줬다면
[그림 3-2]는 198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분석 기간 중 최대 28%의 비중을 차
지할 정도로 일본은 호주의 최대 상품 수출대상국임이 분명하다. 다만 1988년
부터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은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2020년에는 12%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
자. 미국의 경우 19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다가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20년에는 5%의 비중만을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2000년대 초
중반부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꾸준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중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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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호주 상품 수출에 대한 주요 수출대상국별 비중 추이(1988~2020년)
(단위: %)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증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국의 비중 추이를 요약하자면
한국, 일본, 미국의 비중은 분석 기간 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
국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증가하여 호주의 최대 상품 수출대상국
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볼 수 있다.

라. 호주의 상품 수출 비중 추이(미국 vs. 중국)
[그림 3-3]은 분석 기간 내 호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변화 추
이를 보여준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는 미국의 비중이 중국의 비중보다 월
등히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면서 2004년부터는 중국의 비중이 미국의 비중을 앞서가기 시작했
다. 200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와 달리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5년에 체결된 미국ㆍ호
주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대미국 상품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하였
다. 반면 2015년에 체결된 중국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은 호주의 대중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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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를 더 심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중국을 상대로 철광석 등 광물 수출 위
주의 무역 전략을 펼치다 보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미국 등
북반구 국가를 상대로 한 상품 수출의 비중이 내림세를 보였다. 즉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증가는 경제적으로 실리주의를 추구해온 호주에는 긍정적인 요소
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증가는 중국의 정책적 불확실
성으로 인해 호주경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의 증가로도 이어졌다. 특히 중국
은 이러한 호주와의 특수한 관계를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된 시점이 바로 최근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수입 제재
정책을 펼쳤을 때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호주ㆍ중국 관계가 악화되
면서 시작된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 정책이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3. 호주의 대중국, 대미국 상품 수출액 비중 추이(1988~2020년)
(단위: %)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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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20년 4월 21일 미국 등과 함께 중국에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 견해를 밝혔으며, 호
주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하였다. [표 3-2]는 4월 21일 이후 중국의
대호주 상품 수입규제 주요 일지를 보여준다. 먼저 중국정부는 5월 11일과 18일
에 각각 호주산 소고기와 보리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18일에는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8월 31일
에는 호주산 와인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10월
16일에 중국정부는 자국 기업에 호주산 면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지시한다. 호
주ㆍ중국 갈등이 통상 측면에서 최고조를 이른 것은 11월 6일에 중국정부가 호
주산 석탄, 보리, 목재, 랍스터, 와인, 구리, 설탕 등 7개 주요 품목의 수입을 전
면 금지했을 때이다. 중국정부는 11월 27일에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
세를 최대 212.1% 부과했으며, 12월 10일에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추가로 상

표 3-2. 중국의 대호주 상품 수입규제 주요 일지
날짜

내용

5월 11일

호주 육류가공업체 4곳 대상 소고기 수입 금지

5월 18일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최대 80.5% 부과

8월 18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착수

8월 31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

10월 16일

자국 기업에 호주산 면화 사용 자제 지시

11월 6일

호주산 석탄, 보리, 목재, 랍스터, 와인, 구리, 설탕 수입 금지

11월 27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107.1~212.1% 부과

12월 10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상계관세 6.3~6.4% 부과

자료: 이선형, 박나연(2020)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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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세를 최대 6.4%까지 부과하면서, 호주산 와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중국정부는 호주산 소고기, 보리, 랍스터, 와인 등 식음료 관련 품목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중국 자국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 제재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4]는 2019년 기준 호주의 품목별 대중 수출
비중을 보여준다. 보리, 목재, 면의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각각 50% 이상을 차
지하는 등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특히 호주산 목재의 90% 이상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 소고기, 석탄의 경우 20~40% 사이의 대중 수출 비중
을 보였다. 구리, 소고기, 석탄의 대중 수출 비중이 보리, 목재, 면의 비중보다
소폭 적게 나타났지만, 구리, 소고기, 석탄은 호주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전 세
계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이처럼 중국은 호주의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뿐
만 아니라,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들까지 모두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하면서 이
를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4. 호주의 품목별 대중 수출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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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의 경우 2019년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이 80%를 넘었음에도 중국은 대
호주 수입 제재 품목에 철광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 품
목인 철광석이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중국이 호주
산 철광석을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했다면 호주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지난 4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코로나19 발원지 촉구에 따라 즉각 반응
한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중국이 호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철광
석을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철광석을 통해
호주를 압박했다면 중국이 얻고자 하는 바를 더 빨리,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었
을 것이다. 철광석 수출이 흔들리면 호주경제 전반이 흔들렸을 것이며, 이에 따
라 호주 국민의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한 큰 반발이 일어났을 것이며, 결과론적으
로 호주정부의 대중국 입장 태도도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은 철광
석을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석탄 및 구리 등 다른 자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다. 호주산 철광석의 대중 수출 비중이 80%를 넘으며, 호주산 철
광석이 호주의 최대 수출 품목인 것을 모를 리 없는 중국정부가 강력한 레버리
지가 존재하지만 철광석을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그림 3-5]는 2019년 기준 중국의 국별 철광석
수입 비중을 보여준다. 건설업 등 중국 경제성장의 기반에는 철광석이 있다. 중
국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자국 내 철광석 채굴 환경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매
년 증가하는 철광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철광석을 수급해왔다.
중국의 최대 철광석 수입국은 호주이다. 2019년 기준 호주가 중국의 철광석 총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2.2%에 달한다. 호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국가는 브라질로, 전체 비중의 21.3%를 차지한다. 러시아를 포함한 기
타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이다.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수입 제재를 시행했다면 전체 철광석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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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의 국별 철광석 수입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0% 이상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초래됐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호주산 철광석을
대체할 만한 국가로 브라질을 고려했을 것이다.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일 뿐만 아니라 2020년은 코로나19와 브라질 홍수에 따른 브라질산 철광석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브라질은 안정적인 대체국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 자부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살아나는 중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철광석의 수요 불안정은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경제적
인 의존도로 인해 중국정부는 호주산 수입 제재 품목에 철광석을 포함할 수 없
었다. 가장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중국의
대호주 제재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졌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무역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앞서 보았듯이 2020년 4월 이후부터 중국은 호주를 상대로 한 무역제재를
펼쳐왔다. 이러한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월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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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호주의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대중국
상품 수출 증감률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의 수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의 증감률을 나타낸다. 기간 평균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
각각의 증감률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먼저 호주의 전체 대중국 상품 수출 증감
률을 살펴보자. 2020년 4월과 5월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1%, 0.8% 증가하였
다. 본격적으로 일부 호주산 품목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시작된 5월부터 9월까
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21.2%, 13.9%, 7.2% 감소하였다. 이후 10월
에는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11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11월에 많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 12월부터 21년 4월까지 호주의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대중국 상품 수
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듯 증감을 반복하다 보니 총기간 평균치는 크게 변
하지 않고 오직 0.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체 통계로만
봤을 때는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로 인해 호주 총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했을 경우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입 제재가 본격화되었던 2020년 11월 이후의 통계들을 살펴보자.
석탄, 구리, 철광석(수입 제재 미포함 품목)이 포함된 광업의 경우, 11월 이후
매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고기, 와인 등이 포함된 농업의 경우 11월 이
후 1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최소 12% 이상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등이 포함된 제조업의 경우 11월 이후 매달 29% 이상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국의 수입 제재 이후 광업 관련 수출은 평균적으
로 증가했지만, 농업과 제조업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과 제조
업의 감소세를 비교하면 제조업이 농업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호주
의 제조업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이 간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했지만, 절대적으로 중국의 제재 효과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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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호주의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대중국 상품 수출 증감률
(단위: %)

기간

전체

광업

농업

제조업

’20년 4월

6.1

13.2

-26.7

3.1

’20년 5월

0.8

6.2

-8.8

-1.5

’20년 6월

-3.6

3.3

-10.1

-21.2

’20년 7월

-21.2

-16.3

-10.2

-39.7

’20년 8월

-13.9

-3.6

10.7

-33.4

’20년 9월

-7.2

4

4.3

-20.9

’20년 10월

9.4

22.4

-1.7

-26.2

’20년 11월

-11.4

-0.7

-14.2

-51.1

’20년 12월

1.9

15.5

-12.2

-41.1

’21년 1월

10.4

24

26.1

-77.4

’21년 2월

17.7

28.8

-25.6

-29.2

’21년 3월

7.1

14.6

-16.9

-30.8

’21년 4월

10.6

19.2

-12.9

-37.3

기간 평균

0.5

10.0

-7.6

-31.3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호주의 품목별 대중국 상품
수출 금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보여준다. 산업별 분석보다 더 세분된 품
목별 분석을 통해 중국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된 상품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3-2]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와인(주류), 랍스
터(어류), 설탕, 목재, 구리, 석탄에 대한 수입 제재를 시행하였다. 호주산 철광
석은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호ㆍ중 갈등 전후의 철광석 무역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표에 추가하였다. 품목별로 수입규제 적용 시기가
상이하므로 품목별 수입규제 적용 시기를 표 채우기 무늬로 표시하였다.
먼저 호주산 소고기의 통계치를 살펴보자.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재의 영향
으로 2020년 6월 대중국 소고기 수출 금액은 1억 7,300만 호주달러로 전월 수
출 금액인 2억 3,300만 호주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도 18% 감소한 수치이다. 2020년 4월과 5월의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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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각각 6.2%, 21.5% 증가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감소세의 원인에
는 중국의 수입 제재 효과 영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효과
는 호주산 소고기의 대중국 수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2020년 6월을
시작으로 2021년 6월까지 1년 동안 매달 전년동월대비 수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수출량이 감소한 달은 2020년 11월로, 중국
이 대대적으로 호주산 품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와인이 포함된 주류의 수출량 변화를 살펴보자. 호주산 와인에 대
한 제재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11월의 수출
량은 전년동월대비 39.6%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21년 10월까지 지
속되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월(2021년 3월 제외) 전년
동월대비 90% 이상 감소치를 기록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이후 가장 큰 경
제적 타격을 받은 단체는 호주 와인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과 유사하게
호주산 설탕, 목재, 석탄, 구리의 경우도 중국의 수입 제재 이후 대체로 전년동
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3)
그다음으로 랍스터가 포함된 어류의 수출량 변화를 살펴보자. 이전 품목의
수출량 변화와 마찬가지로 어류의 수출량 역시 2020년 11월 이후 급격하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수출량은 매월 감소했
으며, 최소 –33.9%(2021년 2월)에서 최대 –75.4%(2021년 4월)까지의 감소
폭을 보였다. 다만 주류와 달리 어류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수
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산 어류에 대한 중국의 수입제
재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대호주 수입의존도가 높은 랍스
터의 경우 수입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회 수출 등의 방식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4) 와인의 경우 중국은 미국산, 칠레산, 프랑스

123) 목재, 구리, 석탄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2020년 12월까지의 통계만 제공하였다.
124) “Australian Lobster Producers Find Unofficial Routes into Restricted Chinese Market”(2021.
1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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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 타국으로부터의 대체수입이 가능하지만, 랍스터 등 해양생물의 경우 호
주산 외의 대체수입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
량 변화를 살펴보자. 분석 기간 내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대중국 수출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광석 수출 금
액도 크게 증가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대중국 철광석 수츨
금액은 매월 100억 호주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승폭은 2021년 9
월부터 그 추이가 꺾여, 2021년 10월의 경우는 전년동월대비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호주의 품목별 대중국 상품 수출 금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단위: 억 호주달러, %)

연월

소고기

주류

어류

설탕

철광석

목재

구리

석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4

2.11

6.2

0.61 -31.6 0.08 896.8 0.022 38.9

73

15.9

0.43 -23.1 1.89

34.8

’20.5

2.33

21.5

0.91 -20.9 0.16 3213.7 0.026 -0.2

81

8.0

0.56

’20.6

1.73 -18.0 1.13 -26.2 0.07 200.4 0.028 75.8

84

4.5

’20.7

1.16 -51.8 0.83 -22.1 0.05

74

-7.2

’20.8

1.39 -43.0 0.76

0.7

0.08 -21.4 0.041 76.7

82

6.4

’20.9

0.96 -61.2 1.63

74.9

0.19

81.0 0.019 30.8

83

24.0

’20.10

1.22 -56.6 1.65

45.6

0.09 -35.7 0.024 17.1

86

39.9

0.51

’20.11

1.18 -63.1 0.78 -39.6 0.10 -60.8 0.010 -20.3

78

22.0

0.30 -43.6 0.13 -95.0 1.16 -85.9

’20.12

1.54 -52.9 0.05 -97.1 0.11 -64.8 0.031 51.3

116

62.5

0.12 -76.3 0.66 -70.3 0.34 -97.0

’21.1

0.94 -52.0 0.01 -99.0 0.07 -63.6 0.011 -37.4

108

76.4

’21.2

1.22 -35.5 0.03 -92.5 0.04 -33.9 0.008 -69.0

101

85.3

’21.3

1.45 -18.7 0.11 -75.7 0.02 -63.3 0.015 -45.4

116

53.0

’21.4

1.19 -43.6 0.05 -91.9 0.02 -75.4 0.015 -30.5

116

58.7

’21.5

1.54 -34.1 0.03 -96.8 0.06 -60.3 0.009 -64.4

141

75.6

’21.6

1.33 -23.0 0.07 -94.1 0.14 115.3 0.014 -49.9

149

77.5

’21.7

1.44

24.6

0.04 -94.7 0.21 316.7 0.011 -39.1

143

93.6

’21.8

1.36

-1.9

0.06 -91.7 0.26 202.6 0.016 -60.5

122

49.2

92.2 0.019 -16.8

9.11

-8.0

1.0

2.01

18.1 14.59

9.9

0.62

18.9

2.41

64.0 13.51 -8.2

0.46

-7.1

1.30 -40.6 7.47 -49.2

0.53

26.2

1.95

0.49

3.9

1.26 -53.6 3.17 -72.3

2.5

3.14 116.5 3.37 -65.4

-8.7

5.79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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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단위: 억 호주달러, %)

연월

소고기

주류

어류

설탕

철광석

목재

구리

석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1.9

1.52

58.4

0.03 -98.1 0.24

29.0 0.028 48.1

90

8.8

’21.10

1.71

40.1

0.06 -96.1 0.29 213.5 0.020 -15.4

67

-21.8

주: 1)
는 상품별 수입규제 적용 시기를 나타냄.
2) 표의 증감률은 전월대비가 아닌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수치를 나타냄.
3) 2021년 1월부터 목재, 구리, 석탄에 대한 통계는 없음.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위와 같이 호주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추이가 변한 이유는 철광석 가격 변동
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6]은 2019년 4월부터 2021
년 10월까지의 국제 철광석 가격 변동 추이를 월별로 보여준다. 2019년 4월
철광석 가격은 톤당 94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 내내 대부분 90달러 내외
의 가격이 형성되었다. 2020년 4월의 가격은 85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약 9달
러 하락한 가격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쟁점이 된
2019년 12월 이후 시점을 보았을 때도, 철광석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
을 볼 수 있다. 2019년 12월, 2020년 1, 2, 3월의 가격은 각각 92, 94, 87, 89
달러로 큰 폭의 증감률을 보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철광석 가격의 변화가 온 시점은 2020년 4월 이후부터이며, 이
는 2021년 5월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5월 철광석 가격은 91달러
로, 4월 가격이었던 85달러보다 6달러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9월까지
계속되어, 9월 철광석 가격은 126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다가, 2020년 12월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월에는 153달러,
21년 1월에는 168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잠시 주춤하던 철광석 가격은
21년 4월과 5월에 다시 반등하여 각각 179달러, 207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4월에는 94달러, 2020년 4월에는 85달러,
2021년 4월에는 179달러를 기록한 철광석 가격을 비교하면, 2021년 4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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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철광석 가격 변동 추이(2019년 4월~2021년 10월)
(단위: 톤(t)당 미국달러)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검색일: 2022. 2. 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격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1년 사이 85달러에
서 179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철광석 가격은 호주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에
있어 매우 큰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후 철광석 가격은 2021년 6, 7월에
최고치인 213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213달러의 최고가를 찍었던 철광석 가격
은 2021년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에는 120달러로 폭락한 것
을 볼 수 있다.
철광석 가격이 한동안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폭등한 원인에 대
해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중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가 한몫했을 가
능성이 매우 크다.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의 가격이 그럼 왜
많이 증가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년 4월 이후부터
급증한 시점을 토대로 분석하자면 중국과 호주의 무역 마찰은 중국의 철광석
수입업체와 호주의 철광석 수출업체 모두에게 민감한 이슈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언제든지 철광석이 중국의 수입 제재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석탄과 구리 등 광업 관련 품목들이 제재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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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자 중국 철광석 수입업체들의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
이다. 언제 어떻게 제재를 받을지 모르니 중국 철광석 수입업체들 사이에 일명
철광석 사재기 현상이 생겼으며, 급격한 수요의 증가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증
가한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 회복 시점과 맞물려 철광석 수요가 이미 증가하던
시점 또한 상호 작용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철광석 대체국이라
여겨졌던 브라질과 러시아 등 주요 자원국의 철광석 공급이 코로나19와 자국
내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면서 글로벌 철광석 공급량 역시 감소함에
따라 철광석 가격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글로벌 철광석 공급이 줄어들면서 철광석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대호주 수입 제재 품목에 철광석이 포함될 수 있다
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철광석 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
인다.

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
가. 호주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이전 절에서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호주의 투자 현황을 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호주ㆍ중국 갈등 속 호주와 중국 간의 투자 관계에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3-5]는 2020년 기준 호주의 투자국 및 투자대
상국 순위를 보여준다. 호주의 최대투자국은 미국이다. 그다음으로 영국, 벨기
에, 일본, 홍콩순의 상위 5개국이 형성된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과
의 투자 교류가 활발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국가 중에서는 벨기에가 상위권에 속했으며, 7위 룩셈부르크, 8위 네덜란
드 등 전통적인 유럽의 경제강대국이 아닌 국가와의 투자 관계가 확립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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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호주의 투자국 및 투자대상국 순위(2020년 기준)
순위

투자국

순위

투자대상국

1

미국

1

미국

2

영국

2

영국

3

벨기에

3

뉴질랜드

4

일본

4

일본

5

홍콩

5

캐나다

6

싱가포르

6

케이맨군도

7

룩셈부르크

7

독일

8

네덜란드

8

홍콩

9

중국

9

중국

10

뉴질랜드

10

싱가포르

17

한국

16

한국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상위권에 포함됐으며, 그다음으로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5, 6위를 차지했다. 상품 교역과는 다르게 중국은 9위
의 투자국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호주와 중국과의 투자 관계는 상대적으
로 깊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은 17위를 기록하면서 호주를 상대
로 한 투자가 다른 선진국 및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면 미약한 것을 볼 수 있다.
호주의 투자대상국의 경우 역시 미국이 1위를 기록했다. 호주ㆍ미국의 투자
관계는 양방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주의 제2의
투자대상국은 영국으로, 호주ㆍ영국 간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이웃 나라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투자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호주 자본이 뉴질랜드로 흘러간다는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호주의 제4의 투자대상국은 일본으로, 호주ㆍ일본 투
자 역시 양방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호주가 아홉 번째로 가
장 많은 투자를 하는 대상국으로, 이 또한 역시 대중국 상품 수출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국은 호주의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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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투자대상국으로, 한국ㆍ호주 간의 투자 규모가 많이 빈약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6]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가 유치한 해외투자 금액과 투자국
별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호주가 유치한 해외투자 총금액은 2016년부터 2020
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만 9천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
자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 이상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26%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비중이 소폭 감소하여 23%대의 비중을 기록했다. 2020년에 미국의 비중이 소
폭 감소했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의 비중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9.5%로 소폭 증가했
으며, 영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18.5%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영
국을 포함한 유럽 투자자들의 비중은 2020년에 37%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됐다. 또한 2020년 일본과 아세안국가가 호주를 상대로 한 투자 비중은 각각
6.6%, 3.8%로 2019년 수치인 6.3%, 3.4%와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대호주 투자는 2016년부터 큰 변동 없이 2%대의 비중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2020년의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매년 0.8%대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투자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역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와 비교했
을 때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호주 산업은 광산업(35.1%), 부동산업(11.7%), 금융 및 보험 관련 산업(11%)
으로, 주로 미국, 영국, 유럽국가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이들 나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25) 즉 호주기업을 상대로 한 서양국가의 주식 및 채권 등 포
트폴리오 투자 액수 및 FDI 투자 액수 자체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의 투
자 액수 비중은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125) 호주 외교통상부(DFAT), “Australian industri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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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는 중국 투자 비율이 낮으나 호주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중
국의 투자를 경계하고 있다. 최근 활발해진 중국기업의 호주 광산업, 농업, 부
동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호주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을 특정하지
는 않지만, 국가안보의 이유로 호주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
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시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투자국별 대호주 투자 비중 수치를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China is our ninth largest foreign investor, with 2.0 per cent of
the total. However, the levels of Hong Kong (SAR of China) and
Chinese investment in Australia have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저자 번역: 중국의 대호주 투자는 2%로, 우리의 9번째로 큰 투자
국이다. 하지만, 홍콩과 중국의 투자를 모두 합하여 본다면 이들 국가의 대호주
투자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126) 즉 호주정부는 홍콩의 대호주 투
자가 결국 중국의 투자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호주에 대
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 호주의 투자국별 비중 추이(2016~20년)
(단위: 십억 호주달러, %)

미국

유럽
(영국제외)

영국

일본

아세안

홍콩

중국

한국

3,244

26.7

17.3

16.3

6.9

3.8

3.2

2.6

0.8

3,358

27.3

18.1

14.9

6.8

3.5

3.2

1.9

0.8

2018

3,578

26.7

18.0

16.3

6.5

3.4

3.5

1.9

0.9

2019

3,894

26.0

17.7

17.6

6.3

3.4

3.7

2.0

0.8

2020

3,991

23.3

19.5

18.5

6.6

3.8

3.6

2.0

0.8

연도

전체
(금액)

2016
2017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6) 호주 외교통상부(DFAT), “Statistics on who invests in Austral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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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의 해외투자 금액과 투자대상국별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호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매년 대체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640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 호
주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미국인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 이상이었다. 다만
2020년의 25.2%는 2019년 26.0%에 비교했을 때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2020년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와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 6.4%
로, 2019년 수치인 9.9%, 9.1%보다 비교적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호주의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한 투자 비중이 감소했지만, 아세안에 대한 투자
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국가가 호주의 해외투자에 차지한 비중은
2019년 4.6%에서 2020년 5.9%로 소폭 늘어난 것이다. 반면 호주의 대중국
투자는 2019년 3.6%에서 2020년 2.8%로 일 년 사이 0.8%p 감소하였다.
표 3-7. 호주의 투자대상국별 비중 추이(2016~20년)
(단위: 십억 호주달러, %)

미국

유럽
(영국제외)

영국

아세안

뉴질랜드

중국

캐나다

한국

49.9

21.6

11.8

8.0

3.6

10.2

3.2

1.4

0.6

2017

52.2

24.1

12.1

7.5

4.8

10.3

2.9

1.5

0.8

2018

61.9

26.3

11.8

7.4

4.2

8.9

3.4

2.1

0.6

2019

68.9

26.0

9.9

9.1

4.6

7.0

3.6

1.6

0.7

2020

64.2

25.2

8.3

6.4

5.9

4.5

2.8

2.0

0.6

연도

전체
(금액)

2016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1. 6. 2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호주ㆍ중국 투자 관계 변화 분석
이전 절과 같이 연도별로 호주의 투자국별 및 투자대상국별 총투자금액 규
모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만, 양국간의 세분된 통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호주ㆍ중국 간의 투자 관계를 최근 호ㆍ중 갈등을 기준 전후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호주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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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투자 구조를 파악한 후 2019년과 2020년의 투자 형태의 변화를 비교하
여 최근 갈등의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fDi
Markets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주와 중국 간의 투자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데
이터는 2003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월 단위로 제공되며 국별, 산업별 투
자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에는 신규 설비투자 건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8]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와 중국 간의 신규 투자 건수와 산
업별 투자 비중을 보여준다. 먼저 중국의 대호주 투자 구조를 살펴보자. 2003년
부터 2020년까지의 신규 설비투자 누적치는 1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표 3-8. 중국ㆍ호주 투자 산업별 건수 및 비중(2003~20년)
(단위: 개, %)

산업

중국→호주 건

비중

호주→중국 건

비중

농업 관련 산업

9

4.5

19

7.7

건설업

13

6.6

12

4.8

소비자 제품

6

3.0

7

2.8

창조 산업

9

4.5

12

4.8

에너지

8

4.0

10

4.0

환경 기술

22

11.1

5

2.0

금융 서비스

25

12.6

40

16.1

ICT & 전자

35

17.7

9

3.6
4.0

공업

6

3.0

10

생명과학

3

1.5

15

6.0

자연과학

15

7.6

29

11.7

전문 서비스

4

2.0

26

10.5

소매업

16

8.1

18

7.3

관광업

5

2.5

4

1.6

운송 장비

13

6.6

6

2.4

운수 및 물류

6

3.0

22

8.9

목재 관련 산업
전체

3

1.5

4

1.6

198

100

248

100

자료: fDi Markets.com(검색일: 2021. 7.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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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석한 결과 ICT & 전자, 금융 서비스,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
발했으며 각각 17.7%, 12.6%, 11.1%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소매업,
자연과학, 건설업, 운송 장비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호
주의 대중국 투자 구조를 살펴보자. 같은 기간 신규 설비투자 누적치는 248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 서비스, 자연과학, 전문 서비
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했으며 각각 16.1%, 11.7%, 10.5%의 비중을 차지
했다. 그다음으로 운수 및 물류, 농업 관련 산업, 소매업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
을 기록했다.
호주와 중국 간의 투자 구조를 정리하자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양국의 투자
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우수한 금융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호주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호주 전문 서비스
기업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대호주
ICT & 전자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만, 호주의 경우는 대중국 자연과학 산업
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은 중국의 대호주 신규 투자 건수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연
도별로 보여준다. 중국기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호주에 신규 설
비투자를 진행해왔으며, 2011년과 2018년에는 분석 기간 내 최대 투자 건수
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경우, 총신규 투자 건수
는 17건에서 9건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호주ㆍ중국 간의 갈등 등 경제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했기에, 중국기
업의 대호주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대응 방안 중 하나였
던 호주의 국경 봉쇄 및 주별 이동제한으로 인해 신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
황이었으며, 최근에 강화된 호주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 역시 신규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호ㆍ중 갈등의 효과를 분리
하여 분석할 수는 없지만, 중국정부가 호주를 상대로 한 수입 제재를 시행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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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국의 대호주 신규 투자 건수(2003~20년)
(단위: 개)

자료: fDi Markets.com(검색일: 2021. 7.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황에서 중국기업의 대호주 투자 결정에 대해 최근 상황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
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3-8]은 호주의 대중국 신규 투자 건수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연
도별로 보여준다. 호주기업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중국에 대한 신

그림 3-8. 호주의 대중국 신규 투자 건수(2003~20년)
(단위: 개)

자료: fDi Markets.com(검색일: 2021. 7.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 • 87

규 설비투자를 진행해왔으며, 2015년에는 분석 기간 내 최대 투자 건수를 기록
하기도 하였다. 다만 호주의 대중국 투자는 2015년 이후부터는 내림세를 보였
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경우, 총신규 투자 건수는 12건에서 7
건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가 호주를 상대로 한 수입 제재
를 시행한 상황은 호주기업의 대중국 투자 결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
쳤을 것이다.

4. 소결 및 전망
호주의 통상정책의 근본은 규칙기반(rules-based)의 자유무역주의이다. 호
주는 이러한 규칙기반의 자유무역 틀 안에서 다자주의를 중시하여 WTO,
APEC, G20 등에서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쌍무주의에 기반하여
2020년 기준 2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으며, 지역주의에 따라 뉴질랜
드와 태평양도서국과의 국경 없는 경제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호주는 규칙기반
의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느 국가보다 열렬하게 국제기구와
다자협력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이에 상반되는 보호주의 성격의 정
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뜻을 표명해왔다. 동맹국 여부나 상대국이 호주의 총수
출에 차지하는 비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규칙기반의 무역질서를 옹호해왔
는데, 2018년 9월에는 가장 우호적인 동맹국인 미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대
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으며,127) 2020년 12월에는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WTO에 공식 제소를 신청하기도 했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호주 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제재는 규칙기반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호주정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중

127) 호주 외교통상부(DFAT)(2018. 9. 18), “Defending the rules based trading system: the role of
busi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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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통상압박에 호주가 무릎을 꿇는다면, 호주 통상정책의 근본인 규칙기반의
자유무역주의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저자세가 아닌 높
은 자세로 중국을 상대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지속되면서 호주로
서도 매우 난처한 상황임이 틀림없다.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중국정부의 지속적
인 압박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과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자국민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커지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였으며, 외교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수입 제
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
수출에는 변화가 없었다. 예상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데에는 중국의 수입 제
재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상품 수출에 대한 감소
효과를 가져왔지만,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
면서, 종합적으로 상반된 효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
국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원인으로 철광석 가격이 급등
하는 현상을 보였다. 중국정부가 언제든지 철광석을 제재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중국 철광석 수입업체의 호주산 철광석 사재기 현상이 동
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중국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경제적 보복
을 통한 외교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약점 아닌 약점이 드러났다. 즉 중국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철광석을 제외한 중국의
무역제재의 효과가 다소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입장에서 철광석 가격 인상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천
연 자원 수출에 의존한 경제 구조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대외 수요 변화
와 같은 외생적인 변수에 취약한 한계점에 지속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호주는 주력 수출 품목의 높은 대중 의존도로 인한 취약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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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호주의 대중국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경제, 안보, 지역협력 등 포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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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

1. 경제적 대응
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
4. 소결

1. 경제적 대응
호주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의존도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우려
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ㆍ투자 다변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본 절에서는 호주가
대중국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논의해온 무역ㆍ투자 다변화 정책과 함께,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과 국제 표준 채택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방
향에 대해 살펴본다.

가. 무역 다변화
1) 호주의 무역 다변화 정책의 필요성
호주와 중국의 양자간 관계가 양호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증가 추세일
경우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비중은 호주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지만, 호ㆍ중 양자간 외교ㆍ안보 갈등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수요
및 공급망 위축은 호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
은 우려는 2021년 하반기 호주의 철광석 수출 추이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
림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호주산 철광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과 대중국 수출에서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철광석은 중국의 대호주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21년 하반기
국제 철광석 가격 인하 및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
해 호주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이 급감한 바 있으며, 이는 2021년 하반기 호주
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의 특정 품목 및 특정 국
가에 집중된 수출 구조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호주는 2021년 국
회 무역ㆍ투자 상임위(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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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관학 형태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 ‘전환: 호주의
무역투자 프로필 다변화(Pivot: Diversifying Australia’s Trade and
Investment Profile, 이하 Pivot 보고서)’를 채택해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ㆍ
투자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중국 의존도 해
소 및 수출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림 4-1. 호주의 월별 철광석 수출 추이(2021년 1~11월)
(단위: 백만 호주달러)

호주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추이

호주의 국별 철광석 수출 추이

주: SITC 281 Iron ores and concentrates.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Trade statistical pivot tables, https://www.dfat.gov.au/(최종 검색일: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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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무역 다변화 정책 방향: 대중국 의존도 해소 방안
호주의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는 호ㆍ중 양자간 관계 및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양호한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수익성을 보장해줄 수 있으나, 양자
간 갈등,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는
호주경제에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상기 Pivot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호주의 경제 환경을 진단하고 무역 다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
의 산관학 이해당사자들의 무역투자 상임위 제출 의견(Submission)은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China plus’ 혹은 ‘China
and’라는 표현이 제시되었다. 이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발굴하자는 의미
가 아닌, 중국에 대한 수출은 기업들의 상업적인 선택에 따라서 지속 확대하면
서 추가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둘째, FTA를 활용한 신규 시장 확대 방안으로, 다수의 산관학 이해당사자
들이 다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을 통한 시장 자유화가 수출 다변화
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다자협정 특성상 다수 협상
참여국 간 입장 차이와 장기간에 걸친 협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보
완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자간 FT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양자 FTA 대상국은 인도가 가장 유망하며, 인접한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양자협정이 요구되며 향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셋
째,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시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
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 철
광석, 석탄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Upstream)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아 부가가치가 낮고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수출 실적이 급등락하는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류(Downstream) 부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서 시작되었다. 또한 국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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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호주 무역투자 상임위 무역 다변화 5대 방향
무역 다변화 5대 방향
전략적 시장 확대 전략
무역협정 활용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외교ㆍ안보 환경 변화 대응
수출기업 지원

주요 내용
∙ ‘China Plus’, ‘China and’ 정책
∙ 대중국 수출 지속 확대 및 신규 시장 확보 동시 추진
∙ 다자무역협정 추진
∙ 양자협정(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MENA)
∙ 주요 수출 품목 상류(Upstream) 부문 비중 高
∙ 안보 및 국제관계 감안한 전략 필요
∙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농업 참사관, 수출 절차 간소화, 비관세장벽 해소, 상호인정협정
(MRAs),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역량 강화

자료: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2021), pp. 43-69 내용을 참고해 저자 정리.

다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디지털 등 미래형 신산업 중심의 고부가가
치 제조업 육성을 지향했다. 넷째, 안보와 국제관계를 감안한 무역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무역 정책 수립이 최저 비용과 최대 수익과 같은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외교ㆍ안보 리스크까지 감안한 접근 방식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번영’과 ‘안보’
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중국을 포함한 특정 시장이 가진 리스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외 리스크를 진단
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수출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AW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는 농산물이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이며 시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해소되어야 할 비관세 장벽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
소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시장에서의 농업 참사관(Agricultural
counsellor)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편 내무부(DHA: Department of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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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는 수출 절차 간소화, 비관세장벽 해소, 상호인정협정(MRA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등 다양한 무역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호주 무역위원회(Export Council of Australia)는 코로나19 팬데믹
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금융 지원과 FTA 활용 역량 강화와 같은 인
적 역량 강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호주 국회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기 5대 다변
화 방향 제시에 이어 정부와 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부문별 대응 방안을 제언했
다. 호주의 무역 다변화를 위한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의 15개 제언 중 1~2번
은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규 시장 발굴과 인도, 베트남 등 유
망 신흥 시장과의 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3~8번까지는 호주 수출 기업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방안이 주를 이룬다. 여타 제언 항목
들은 산관학 형태의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산업 육성 관련 사항들이 주를 이루나,
8번 항목의 경우 수출 기업들의 기업법(Corporation Act) 가이드라인을 제공
한다는 점은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호주 무역투자 상임위의 무역투자 다변화에 대한 정책 제언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
었다. 또한 중국의 외교ㆍ안보 및 시장 여건 변화로 인한 비즈니스 위험요소들
을 감안한 추가 시장 발굴을 위한 노력 이 외에도, 기존 광물자원 및 농산물에
한정된 수출 품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과 같은 근
본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호주의 신규 수출 시장 발굴은 이미 일부 품목에서
진행 중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리(Barley)를 들 수 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보리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6.7%, 2020년 38.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80%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후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
이 급감했으며, 이후 호주의 주요 보리 수출업체들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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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발굴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주의 보리 수출업계는 사실상 대중 보리 수출이
중단된 2020년 10월경 기존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표 4-2. 호주 국회의 무역 다변화를 위한 15개 제언
1. 무역 다변화 계획 수립
- 기존 주요 무역 파트너 관계 유지, 신규시장 확대 추진
-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다변화 계획 수립
- 신규 공급망 및 시장 발굴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
2. 호주기업 수출 기회 확대 방안 구축
- 인도 경제 전략(India Economic Strategy) 이행
- FTA 활용 증진
- 베트남과의 확대 경제 전략(Enhanced Economic Engagement Strategy) 개발
-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3. 호주기업의 아시아 역량(Asia-Capacity) 강화
- 아시아 비즈니스 이해도 증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대아시아 해외진출 지원
- Post-Covid 국제 교육 계획(국내 유학생 유치)
4. 초중고(K-12) 대상 아시아 언어 및 문화 교육 확대
5. RCEP 활용 증진
6. 무역 투자 관련 정책 수립에 국가 안보 및 이익 고려한 접근 필요
7. Austrade 수출 기업 지원
-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부진을 감안한 계획 수립
- 무역 투자 관련 리스크 진단
8. 수출 기업 대상 기업법(Corporation Act) 가이드라인 마련
9. 호주정부가 산관학 형태로 펀딩 확대 및 연구 지원 계획 수립
- 대학의 (해외 유관 기관 및 개인) 펀딩 내역 공개
- 호주대외관계법령(Australia‘s Foreign Relations Act) 2020에 따른 거부권이 허용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관 및 개인의 펀딩은 제한
10. 생산성위원회(PC: Productivity Commission) 주도 협력
-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 확산
- 여타 국가 기관과 연계 협력
11. 호주정부 주도 산학 협력
- 혁신 및 연구의 상업화를 위한 산학 협력 전략 수립
- 호주정부 주도 펀딩, 가이드라인, 지원책 등을 통해 산학 협력
12. 상대적으로 낮은 코로나19 위험도, 고품질, 안전성 기반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13. 호주의 자체 제조역량(sovereign manufacturing capacity) 강화를 위한 산관학 협력
14. 위기 상황에 대비해 연료, 의약품 등 주요 물품의 국내 공급 여건 확보
15. 비디오게임, 영화, TV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 인센티브 제공
자료: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2021), pp. 69-74 내용 요약.

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 • 97

표 4-3. 호주의 연도별 국별 보리 수출 추이(2019~21년 11월)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국가

2019년
금액

비중

국가

2020년
금액

비중

2021년

국가

금액

비중

중국

590.7

56.7

중국

505.0

38.4

사우디
아라비아

일본

209.1

20.1

태국

244.5

18.6

일본

334.4

14.5

태국

122.5

11.7

일본

209.9

15.9

베트남

187.2

8.1

124.8

9.5

태국

183.7

7.9

88.3

6.7

쿠웨이트

141.9

6.1

베트남

51.5

4.9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19.4

1.9

베트남

853.4

36.9

쿠웨이트

14.9

1.4

카타르

58.8

4.5

필리핀

118.0

5.1

UAE

13.1

1.3

UAE

33.0

2.5

UAE

98.8

4.3

대만

10.6

1.0

쿠웨이트

20.6

1.6

카타르

84.7

3.7

한국

3.0

0.3

대만

10.4

0.8

멕시코

81.1

3.5

필리핀

2.7

0.3

한국

5.7

0.4

이란

59.7

2.6

기타

5.0

0.5

기타

15.4

1.2

기타

170.7

7.4

합계

1,042.6

100.0

합계

1,316.5

100.0

합계

2,313.7

100.0

주: SITC 043 Barley.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Trade statistical pivot tables, https://www.dfat.gov.au/(최종 검색일: 2022. 2. 6).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21년 1~11월
호주의 대세계 보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144% 증가해, 기존 최대 시장이
었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로 인한 외교ㆍ안보 리스크를 무난히 해소
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여타 주요 수출 품목에서도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한 대
중 리스크 해소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투자 다변화
현재 호주의 전체 FDI 유치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00년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힘
입어 중국의 대호주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 호주의 주요 투자국 중 미국이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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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며 중국의 경우 투자 비중은
2.0%로 9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최근 홍콩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홍콩의 대호주 직접투자는 약 1억 4,160만
달러로 전체의 3.5%로 5위 수준이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9%에 달할 정
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9위 투자국인 중국의 투자액을 합할 경우 4위 투
자국인 일본의 투자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이다(표 4-4 참고).
표 4-4. 호주의 주요국별 FDI 유치 현황(2018~20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8년

2019년

1

미국

957.2

2

영국

3

벨기에

2020년
금액

비중

증가율

1,013.5

929.4

23.3

-8.3

5년 평균 증가율

583.8

687.3

737.6

18.5

7.3

9.1

315.3

348.0

408.6

10.2

17.4

10.0

2.3

4

일본

234.4

243.9

264.5

6.6

8.5

4.5

5

홍콩

123.7

144.5

141.6

3.5

-2.0

10.9

6

싱가포르

90.2

100.1

116.5

2.9

16.4

3.2

7

룩셈부르크

78.1

86.7

104.7

2.6

20.8

9.5

8

네덜란드

84.1

88.6

84

2.1

-5.1

4.8

9

중국

68.5

79.3

79.2

2.0

-0.2

0.3

10

뉴질랜드

47.1

64.5

66.3

1.7

2.9

11.1

3,577.8

3,893.8

3,990.9

100.0

2.5

5.6

투자 총액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Trade statistical pivot tables, https://www.dfat.gov.au/(최종 검색일: 2022. 2. 6).

2021년 KPMG와 시드니대학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2020년 중국의 호주에
대한 업종별 투자는 주로 광업(37.6%), 상업부동산(36.1%), 서비스(21.0%),
농식품(4.0%), 의료(1.3%) 순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대 투자 업종인 광업에 대
한 투자는 약 9억 4,500만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35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한 것이 특징이다. 상업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39% 감소,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170% 증가했다. 중국의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급증은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서 제시된 저탄소 정책을 반영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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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광업 투자 방향이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주요 광물 분야로 변경된 것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128) 또한 중국의 광업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규
모 투자는 호주의 산업고도화 및 투자 활성화보다 주력 수출 산업인 광업과 주
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및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호주 투자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기업보다는 호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 조
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농지의 약 13.8%가 외국인 투자자 소유이며, 이 중 중
국이 약 2.4%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다. 중국의 농업 및 농지에 대한 투자
증가는 호주의 전통적인 소비재 산업인 육류, 유제품 산업에서의 중국의 영향
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 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이 외에도 외국인의 토지 및 수자원 보유ㆍ활용에 대한 권리 확대는 향후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농업
및 농지에 대한 투자 이 외에도 중국으로부터의 부동산 매입 증가도 호주 국민
들에게 중국에 대한 반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호주
의 FDI 총액 중 약 10.9%가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대규모 재원을 가진
외국인이 부동산 수요에 참여하면서 최근 호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29)
중국의 호주 내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 사업이 국가 이익 혹은 안보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다윈(Darwin) 항구
의 99년 조차 계약을 들 수 있다. 호주 노던 준주정부(Northern Territory
Government)는 2015년 지역 개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다윈 항구의 사용권
입찰을 시행한 결과, 중국 민간기업 랜드브리지 그룹(Landbridge Group)에 계
약 기간 99년, 계약 규모 약 5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조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128) KPMG & The University of Sydney(2021), pp. 10-11 참고.
129)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2021), pp. 93-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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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으로 알려진 랜드브리지 그룹은 중국 산둥성 리자오(日照) 시정부가 출
자한 산둥 랜드브리지의 자회사이자 대주주가 공산당 간부라는 점이 알려졌으며,
이후 랜드브리지 그룹의 다윈 항구 투자가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랜드브리지 그룹이 임차권을 소유한
다윈 항구가 호주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호주 해군 및 미군
시설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국기업의 다윈 항구 사용권에 대해서 국가안
보 차원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국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130)
그러나 이렇듯 중국의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호주
가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아닌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로부터
의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산업
고도화 수준이 부족한 호주 입장에서는 외자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를 지속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호주 무역투자 상임위는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허가 과정에서
해당 투자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비하는 형태로
중국으로부터의 신규 투자를 규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정확히 집계하기 위해 ‘일시적(immediate)’ 및 ‘최종(ultimate)’ 투자를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채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
다. 무역투자 상임위는 중국 민간기업의 다윈 항구 99년 조차 계약의 국가안보
침해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호주대외관계법(Australia’s Foreign Relations
Act) 2020｣의 침해 여부에 따라서 국유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윈 이
외의 여타 항구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 호주
국민연금(Australian Superannuation funds)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제조업 역량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의 지원 방안 등과 같은 근본적인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30) ｢호주ㆍ중국 갈등의 불씨가 된 다윈항 99년 조차권｣(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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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호주 국회의 FDI 다변화를 위한 6개 제언
1. 외국인 투자의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 부합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ㆍ적용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 이익 개념 수립과 해당 투자의 부합 여부 확인
- 부동산(Property), 기업(Business), 전략 자산(Strategic Asset) 투자의 해외 관련성 확인
2. 외국인 투자 집계에 국제 표준 활용
- ‘일시적(Immediate)’, ‘최종적(Ultimate)’ 투자자 모두를 판단하는 기준 채택
3. 국내외 투자 정보 제공
- 양질의(Quality) 신속한(Timeliness) 국내외 투자 정보 구축 및 제공
4. ｢호주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조치 고려
- 다윈 항구 투자의 법령 위반 여부 판단 및 국유화 검토
- 여타 항구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실시
5. 호주 국민연금(Australian Superannuation Funds)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6. 국책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을 활용해 국내 제조업 역량 지원
자료: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2021), pp. 100-101 내용 요약.

상기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 조사를 통해 지목된 중국으로부터의 투
자 증가로 인한 우려에 대한 호주의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투자 허가 과정에서 국가 이익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심사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관찰된다. 둘째, 이미 논란이 된 중국의 다윈 항구
투자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계약 취소 및 국유화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
했다. 셋째, 호주국민연금, 국책은행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방안들을 단기ㆍ장기 형태로 구분했을 때 단시일
에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가권을 활용한 규
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안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투자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호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연금 및 국책은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역량 지원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접근
방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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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자ㆍ양자 무역협정 활용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과도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 해소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왔다. 2022년 2월
기준 호주의 FTA 체결 현황은 발효 16건, 타결 2건, 협상 중 6건으로 구성된다.
기발효 FTA 16건 중 양자 FTA는 11건이며, 2018년 이후 적극적으로 다자 FTA
체결을 하고 있다. 호주가 최근 체결한 주요 다자협정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PACER Plus: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
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다. 또한
호주는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국, 태평양동맹국 등 다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
역 협력체와의 FTA 협상도 논의 중이다.

표 4-6. 호주 FTA 추진 현황(2022년 2월 15일 기준)
구분

발효

협정

발효(타결)일

비고

호주ㆍ뉴질랜드 FTA

1983년 1월 1일

-

호주ㆍ싱가포르 FTA

2003년 7월 28일

-

호주ㆍ미국 FTA

2005년 1월 1일

-

호주ㆍ태국 FTA

2005년 1월 1일

-

호주ㆍ칠레 FTA

2009년 3월 6일

-

아세안ㆍ호주ㆍ뉴질랜드 FTA

2010년 1월 1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호주ㆍ말레이시아 FTA

2013년 1월 1일

-

호주ㆍ한국 FTA

2014년 12월 12일

-

호주ㆍ일본 FTA

2015년 1월 15일

-

호주ㆍ중국 FTA

2015년 12월 20일

-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2018년 12월 30일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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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구분

협정

발효(타결)일

비고

호주ㆍ홍콩 FTA

2020년 1월 17일

-

호주ㆍ페루 FTA

2020년 2월 11일

-

호주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2020년 7월 5일

-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PACER Plus)

2020년 12월 14일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중
6개국 사모아, 키리바시, 통가,
솔로몬제도, 니우에, 쿡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2022년 1월 1일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ㆍ영국 FTA

2021년 12월 16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15년 10월 5일

2015년 10월에 타결했으나,
2017년 미국 탈퇴 후 CPTPP로
발효

호주ㆍ유럽연합(EU) FTA

-

2018년 6월 18일에 협상 시작

호주ㆍ걸프협력회의(GCC) FTA

-

2007년 7월에 호주는
걸프협력회의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협상 시작

호주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2011년 5월에 협상 시작

태평양동맹 FTA
(Pacific Alliance FTA)

-

2017년 6월 30일에 태평양
동맹국 4개국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협상 시작

-

2012년 호주, 유럽연합, 미국
주도로 23개국이 WTO 회원국
간의 서비스 시장 무역장벽
해소를 목적으로 협상 시작

발효

타결

협상
중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2022a), “Australia’s Free Trade Agreements(FTAs)”(검색일: 2021. 6. 27)를 토대로
저자 작성.

호주는 역내 Mega-FTA 중 미국의 탈퇴 후 일본 주도로 체결된 CPTPP와 중
국 주도의 RCEP에 모두 가입했다. 2022년 1월 1일 호주 내 발효된 RCEP은
APEC 및 CPTPP와 달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포함하고 있어 호주에 있
어 인도ㆍ태평양 역내 공급망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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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 2021년 국익 분석 보고서(National Interest Analysis [2021] ATNIA 1)
에 따르면, RCEP은 참여국 간 공통적인 통관 절차 및 원산지 규정이 적용돼 호
주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호주의 금융, 보건, 교육 등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131) 특히 호주는 현재 역내 수출되는 호주 상
품 중 관세 혜택을 받는 89%가 RCEP 발효 후 94%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
다.132) 또한 RCEP 원산지 규정으로 호주 상품이 아세안을 경유해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133) 한편 RCEP
은 당초 협상과는 달리 인도의 참여가 철회되어 호주는 2011년부터 논의 중인
‘호주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2022년 3월 초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했다.134)
호주가 참여하는 일본 주도의 Mega-FTA인 CP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
역 내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호주산 농산물, 곡물류, 유제품 등이
중점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135) 2021년 9월 중국과 대만은
CPTPP에 가입 신청서를 잇달아 제출해 2022년 2월 호주 연방의회 외교국방
통상 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가 CPTPP 가입국 확대 관련 중국과 및 대만 가입에 대
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주는 대만이 가입할 시, 호주의 에너지, 사이버
안보, 농업, 보건 및 교육 산업의 성장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호주ㆍ
대만 양자 FTA 협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136) 반면 호주는 중국
131) Commonwealth of Australia an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1),
“Australian Treaty National Interest Analy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5).
132) Ibid.
133) Ibid.
134) Asoodani(2022. 2. 21), “India, Australia to sign interim trade deal on March 11, say
sourc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4).
135)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2b), “CPTPP outcomes at a gl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5).
136) Parliament of Australia(2022), “Expanding the membership of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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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호주의 역내 다자무역협정 도식화

주: 호주 외교백서(2017)에는 미국을 제외한 11-TPP로 표기되어 있으나, CPTPP가 공식 발효되어 명칭을 변경했으며,
RCEP 내 인도를 제외함.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협정 기준 준수 역량 증명 촉구 및 호주와의 고위
급 회담 재개 등의 호주와의 교역 관계 재수립을 권고했다.137) 한편 한국은
2021년 12월 13일에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다.138) 이에 대해 호주 농수산
환경부를 비롯해 호주 전국농가연합(The National Farmers Federation, 이
하 NFF), 호주 국가공인 와인 기업 ‘Wine Australia’ 등은 한국이 CPTPP 가
입할 시 호주의 농수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와인 판매량 증가 등 긍정적인 전
망을 하였다.139)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호주정부가 다른 CPTPP 회원국들과 협
력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할 것으로 권고하였으나,140) 호주 퍼스 미국ㆍ
아시아 센터(Perth USAsia Centre)는 일본이 한국을 G7에 옵서버 자격으로
137) Ibid.
138) ｢홍 부총리 “CPTPP 가입 여론 수렴ㆍ사회적 논의 착수”｣(2021. 1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3. 4).
139) Parliament of Australia(2022), “Expanding the membership of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4).
1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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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요청에 반대한 것을 근거로 양국 관계가 한국의 가입 승
인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141)

라. 제조업 육성 및 국제 기술 표준 주도 정책
1) 제조업 육성 정책
제3장과 제4장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 시장이
며, 철광석, 석탄 등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압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자임해
온 중국의 입지를 감안하면 현재의 교역 구조가 유지될수록 호주는 중국의 원
자재 공급 국가로 남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 상
류 부문(Upstream)에 고립될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호주는 이러한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수출 산업이 광업과 농식품 분야 등 글로벌 가
치사슬에서 상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GVC에서 부가가치
를 보다 확보하기 위해 하류 부문(Downstream)에 대한 개발을 위한 고부가가
치 제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GVC에서 호주의 상류 부문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 조사에 참여한 산관학 당사자들도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GVC 상류
부문에 집중된 호주의 입지는 단기적인 국제 원자재 및 농식품 가격 변동에 따
른 변동성에 취약하며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
다. 특히 호주 첨단제조업육성센터(AMGC: Advanced Manufacture Growth
Centre)는 호주의 고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GVC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연구개발, 생산, 물류, 판매, 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하류 부문에 대한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142) 호주가 GVC에서의 하류 부문 육성
1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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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미
높은 임금과 비용으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
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호주가 이미 일정 수준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제조
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산업과학기술부(MIST: Minstry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는 2020년 10월 제조업 육성 정책인 제조업 현대화 전략(Modern Manufacturing
Strategy)을 통해 4대 분야를 선정하고 2년, 5년, 10년 단위의 단계별 육성 로
드맵을 마련했다. 4대 분야는 ① 친비즈니스 환경 구축 ② 과학기술의 산업화
적용 ③ 유리한 분야 집중 ④ 국가 회복성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추진안은
주로 연구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의
추진으로 구성되었다.
호주의 제조업 현대화 전략은 기간별로 단계별 추진 목표를 선정해 이행 중
이며, 최초 2년간은 제조업 관련 직업 창출, 신규 투자 활성화 등 친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5년차까지는 생산성 증진, 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 10년까지는 분야별 성장을 주도할 생산력과 경쟁력을 확보
한 기업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
표 4-7. 호주의 제조업 현대화 전략의 4대 분야 개요
친비즈니스
경제 환경
∙ Jobmaker Plan으로
비즈니스 신뢰 회복
∙ 에너지 비용 절감
∙ 관리 역량 강화
∙ 조세 합리화
∙ 관료주의 개선
∙ 노사관계 개선

과학기술의
산업화 적용

유리한 분야 집중

∙ 연구 및 혁신을 우선 ∙ 국가 제조업 우선
분야 선정 및 로드맵
순위 영역으로 채택
∙ Manufacturing
구축
Modernization
∙ Modern
Fund Round 2를
manufacturing
통한 투자제안서 해제
Initiative 프로젝트
∙ 디지털 전환 지원
지원

국가 회복성 구축
∙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를 통한
공급망 회복
∙ 글로벌 시장 다변화
지원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20b), p. 10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142)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2021), pp. 58-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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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통해 선정된 6대 우선 육성 분야는 ①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Resources Technology & Critical Minerals Processing)
② 식음료(Food & Beverage) ③ 의약품(Medical Products) ④ 재활용ㆍ청정
에너지(Recycling & Clean Energy) ⑤ 국방(Defence) ⑥ 우주항공(Space) 등
으로 구성된다. 6대 우선 육성 분야 중 호주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분야는 ‘①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 부문으로, 호주정부는 제조업 현대화 전
략의 하부 정책인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 국가 제조업 우선 분야 로드맵
(Resources Technology and Critical Minerals Processing National
Manufacturing Priority Roadmap)’을 통해 광물 제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
다. 동 계획을 통한 호주의 핵심 광물 제조업 역량 강화 의지는 배터리 GVC의
하류 부문 육성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 중 호주가 차지하는 부분은 GVC의 가장 상류 부문
인 자원 개발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 규모 또한 약 11억 호주달러로
전체 배터리 GVC 부가가치 총액의 1% 미만 수준에 그쳤다.

그림 4-3. 호주의 배터리 GVC 참여도 분석 사례(2017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21), p. 11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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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배터리와 같은 핵심 광물 관련 분야에서의 입지를 기존의 상류 분야
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하류 부문 개발을 위한 다양
한 정책들을 이행 중이다. 호주는 자국이 핵심 광물의 세계 최대 보유 및 개발
국가인 점을 감안해 광산 인근 혹은 국내에 광물 제련 및 화학 가공과 같은 상
대적으로 상류 부문의 제조업을 우선 유치하고 점차 하류 부문을 육성해나가는
방향을 지향한다. 호주정부는 이러한 하류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기업
규모 확대를 통한 기회 확대, 자본 조달 장벽 해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143)
호주는 핵심 광물 제조업 관련 하류 부문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역량 개발 이
외에도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이행해왔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래 핵심 기술로
서의 가치를 감안해 외교ㆍ안보 관계가 안정적인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이 성과
를 거두었다. 호주의 라이나스 코퍼레이션(Lynas Corporation)은 일본 소지쯔
(Sojitz), JOGMEC과 희토류 관련 협력 관계를 수립한 바 있으며, 미국의 화학
기업 앨버말(Albemarle)사는 호주 서부 케머튼(Kemerton) 지역에 배터리 소
재인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한편 호주기업
네오메탈(Neometals)사는 인도의 마니카란(Manikaran Power Ltd)과 협력
하에 인도에 리튬 제련소를 최초로 건설한 바 있다.144) 이렇듯 호주는 우호국가
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배터리 생산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호주정부는 상기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이니셔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 제조업 육성 지원 이니셔티브는 크게 ① 현
대 제조업 이니셔티브(Modern Manufacturing Initiative) ②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③ 제조업 현대화 펀드 2
라운드(Manufacturing Modernization Fund Round 2) 등으로 구성된다.
143) Australian Government(2021), p. 50.
144) Wilson(2021),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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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조업 이니셔티브는 규모 확대(Scale-up) 및 상업화를 통해 GVC 참여
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 규모는 약 13억 달러에 달한다.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는 핵심 공급망에서 호주의 입지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 예산
규모는 1억 720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 현대화 펀드는 진행 단계에 있는 제
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 규모는 5,280만 달
러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친다.145)

2) 국제 표준 주도 정책
글로벌 경제에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무역이나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기
술 주도권 분야에서도 관찰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통신 시장에서 화웨이의 5G
를 기반으로 한 통신 부문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5G, 6G 및 오픈랜(Open-Ran: Open Radio Access Network) 등 통신 분
야에서의 표준화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5G, 6G 장비 채
택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미중 경쟁 속에서 부각된 기술국가주의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제 표준 선점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화웨
이의 5G 기술을 통해 국제표준기구에서 중국의 표준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
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해 오픈랜의 국제 표준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중
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쿼드는 물론 한국까지도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 표준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적인 논
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표준 채택 논
의에서는 상호 견제가 심각한 미중이 아닌 유럽, 인도, 호주, 한국 등 국가들의
호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146)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미중 간의 기술국가주의 경쟁 속에서 호주 또한 국제표
준 채택 논의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호주의 대표
145) Australian Government(2020), p. 3.
146) 이희진(2021), pp. 33~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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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준 관련 기관 Standards Australia는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은 물론, 아태 지역의 지역 표준(Regional Standards)을 포함한 국제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관련 정책 논의에서 호주를 대표해 참여해왔다.
Standards Australia가 호주 대표로 참여 중인 대표적인 국제 표준 기구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이다. Standards Australia는 ISO, IEC 등
국제 표준 기구의 표준 채택 논의에서 호주의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채
널 역할인 ‘거울위원회(Mirror Committee)’로 참여하고 있다.147)
호주는 쿼드의 일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오픈랜
채택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태 지역의 국제 표준 채택의 주도권을 확보하
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 표준 관련 활동을 시행 중이다. 호주의 아
태지역에서의 표준 관련 활동은 태평양지역 25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 지역
표준회의(PASC: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가 대표적인 다자간 협
력 채널이며,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역내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디지털 무역 표준 수립을 위한 ‘아세안ㆍ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 이
니셔티브(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Initiative)’, 태평양
도서국의 사이버 안보 표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버 협력 프로그램
(Cyber Cooperation Program)’, 인도ㆍ태평양 지역 디지털 무역 표준 관련
역량 강화 협력인 ‘인도ㆍ태평양 디지털 무역 표준 이니셔티브(Indo-Pacific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nitiative)’,148) 호주ㆍ인도네시아 CEP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호주ㆍ인도네시아 CEPA 표준 매핑(Mapping) 연구’
등을 수행해왔다. 호주는 이와 같이 다양한 국제 협력 채널과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 역량 강화는 물론, 국제 표준 채택에 과정에서의 자국의

147) Standards Australia(2021), p. 6.
148) 수원국은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 네팔,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통가, 바누아
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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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Standards Harmonization)을 주도
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호주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BRI를 앞세운 영향력 확대가
자국의 안보와 역내 규칙기반 질서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
주는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지역 안보네트워크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쿼드 협의체,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통해 호주에 인접한 태평양도서국과 아세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
다. 본 장에서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힘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호주의 전략
적 대응을 살펴본다. 먼저 최근 호주의 국방정책 변화와 함께, 호주가 미국의
동맹ㆍ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 동향을 살펴본다. 이어 호주의
인태 지역협력 방향을 고찰하고, 호주가 쿼드 협의체와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
해 태평양도서국과 아세안에 어떠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가. 호주 국방전략의 패러다임 변화: 2020 국방전략업데이트
2020년 7월 1일 호주정부는 ‘2020년 국방백서’라고 할 수 있는 ‘2020 국방
전략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호주 국방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시했다고 평가를 받는데,149) 호주의 국방전략을 호주 본토와 인접 지역 방어를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호주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
러 정책에 동참하며 중동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
로벌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글로벌 안보에 대한 호주의 역할 제고
149) Barker(2020. 7. 7), “Australia’s new defence paradig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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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문서에서 호주정부는 자국의 국방
목표를 ① 호주 국토 및 인근 해상교통로 침해 방어 ② 해양 동남아 국가 및 태
평양도서국의 안보 역량 강화 ③ 안정적인 인태 지역질서 및 규칙에 기반한 글
로벌 질서(rules-based global order)로 꼽고 있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2020년 국방백서 발표에 앞서 2016년 국방백서가 상기 세 가지 목표에 동일
한 가중치를 두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호주 방위군이 임박한(immediate)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50) 즉 과거 중동을 비롯해 글로벌 무대로
확대되었던 호주의 국방력 투사를 축소하고, 호주의 국방력을 호주 국토와 인
접 지역인 동남아와 남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일곱 차례밖에 언급되지 않는다.151) 그러나 호
주가 자국의 전략 환경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국방전략을 세운 것은 갈수록 높아
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
으나, △ 간첩행위ㆍ내정간섭ㆍ경제적 영향력 행사 등을 포함한 강압적 행위
△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군사시설 설치와 준군사적 행위 증가 △ 회색지대 활동
△ 역내 규칙ㆍ규범ㆍ제도에 대한 도전 △ 군사 현대화의 가속화 △ 파괴적
(disruptive) 기술을 활용한 무기 시스템 개발 △ 사이버 공격 위험 등 호주정부
가 주시하는 모든 위협들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152) 2016년 국방백서는 호주
가 재래식 공격을 마주하는 데에는 10년의 전략적 경고 시간(strategic
warning time)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0년 국방백서는 앞서 언급
된 10년의 전략적 공간 시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하였다.
2020년 국방백서는 이러한 국가안보 위협에 맞서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
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모리슨 총리는 국방백서 서언에서 호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호주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150) Morrison(2020. 7. 1), “Address-Launch of the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2. 1. 31).
151) ‘China’라는 단어는 총 9번 언급되지만, 2번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명한 것이다.
152) Australian Government(2020), pp.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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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shape), 호주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들을 저지하고(deter), 필요시 신
뢰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대응(respond)’하는 것을 새로운 국방전략의 목표로
제시하였다.153) 2020년 국방백서는 호주의 우선적 방어 지역으로 ‘해양ㆍ대
륙 동남아를 포함한 북동 인도양과 파푸아뉴기니ㆍ남서태평양’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위협 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호주 방위군의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한편 회색지대 활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고강도 작
전에서 적군의 치사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154)
호주정부는 국방력 증강을 위해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전략 무기를 대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 북부 해양 지역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호주는 750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12척의 어택급(Attack Class) 잠수함, 9척
의 헌터급(Hunter Class) 호위함, 12척의 아라푸라급(Arafura Class) 원양초
계함을 포함해, 조선소 인프라 개발과 해상 억제ㆍ장거리 지상 공격 향상을 위
한 타격 무기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호주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국의 조선ㆍ방
산 산업계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155) 항공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650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F-35 스텔스기, 방공ㆍ장거리 공격 무기 등 확충을
포함해 조기경보 및 공중 전투 능력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였다.156) 아울러 탱
크, 자주포, 장갑차, 지대지 미사일 확충 등 550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육군의
방어 역량 향상과 무기ㆍ통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157) 호주의
2020~2030 국방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해군력 투자 비율이 28%로 가장 높
으며, 공군에 대한 투자가 24%, 육군에 대한 투자가 20%로 그 뒤를 잇고 있
다.158)
153) Australian Government(2020a), p. 25.
154) Ibid., p. 6.
155) Ibid., p. 37.
156) Ibid., p. 38.
157) Ibid.,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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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이렇게 자국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위
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주 국방부는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
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한 미국의
효과적 대응이 더딘 상황에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
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159)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에 대한 대응도 강조
되었다. 호주 국방부는 회색지대를 ‘직접적인 군사 분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상
대국을 압박하는 범위’ 중 하나로 정의하고, 준군사부대(para-military forces)
활용, 분쟁 지형(features)에 대한 군사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해 작전, 경
제적 영향력을 활용한 강압적 힘 행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160) 중
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대부분의 예시들이 인태 지역에 대한 중국
의 행위들을 암시한다. 2020년 국방백서는 이러한 회색지대 활동은 호주가 재
래식 공격에 대비할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호주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161) 호주정부는 글로
벌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 등도 회색지대 활동의 주요 타깃이며, 사이버 전쟁 등
을 포함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
다.162) 호주가 2020~30년 동안 정보ㆍ사이버 역량 강화에 150억 호주달러를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163)
정리하자면 2020년 국방백서는 호주 국방정책의 전략적 사고의 전환을 시
사한다. 첫째, 그동안 중견국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 유지를 중시해
왔다면, 이제는 호주 본토와 인접 지역에 대한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
하였다. 물론 2020년 국방백서도 중동 지역을 포함해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
158) Australian Government(2020b), p. 20.
159) Cooper and Edel(2020. 7. 22), “Australia Is Having a Strategic Revolution, and It’s All
About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4).
160) Australian Government(2020a), p. 12.
161) Ibid., p. 15.
162) Ibid., p. 12, p. 15.
163) Australian Government(2020b),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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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유지하겠다고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모리슨 총리의 발언
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글로벌 위협보다는 호주가 인태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직접적 위협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둘 것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국방 예산 증액
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
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자주 국방 실현에 대한 요구는 과거에도 꾸
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
지 않아, 2020년 국방백서가 제시한 수준의 국방력 강화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 사회 내 반중 정서의 고조와 함께, 중국 해군의 팽창과 회
색지대 활동들이 호주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 인식이 커졌으며,
이는 호주 본토 방어를 위한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었다. 일례로 장거리 미사일 도입과 스마트 어뢰 시스템 도입 등은 호주 본토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시키려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국이 호주를
공격할 경우 중국도 큰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호ㆍ미 동맹에 대한 불신이 호주의 자주 국방 강화를 촉진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64) 그러나 새로 도입할 무기들이 미국의 무기체계에 의존
한다는 점에서 호ㆍ미 동맹 강화 또한 호주 국방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남을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1년에 70주년을 맞은 ANZUS는 호주 국방ㆍ안보
정책의 주춧돌로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호주는 미국과의 강한 동맹관계를 바
탕으로 미국의 동맹ㆍ파트너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 쿼드 참여국과의 국방ㆍ안보 협력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주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자국 안보에 유
리한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인식하에, 인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 활동을 적극
164) Jackson(2020. 7. 20), “The risks of Australia’s solo deterrence wag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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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2005년부터 격년 주기로 양국 연합훈련인 ‘탤리
스먼 세이버(Talisman Saber)’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165) 2010년 상호군수
지원협정(ACSA), 2013년 국방무역협력협정을 통해 군사 교류를 강화해왔다.
2012년부터는 2,000여 명의 미 해병대 병력이 순환배치 형태로 호주 다윈항에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윈항의 군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왔다. 2014년 ‘군
사태세협정(Force Posture Agreement)’은 미국과의 연합훈련과 군사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며, 양국군 간의 상호 운용성 강화에 기여해왔다.166)
호주는 미국과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쿼드(Quad)를 매개체로 일본, 인도
와의 국방ㆍ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쿼드 협력의 방
향이 군사ㆍ안보보다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 성격으로 바뀌고 있으나, 당초 쿼
드는 4개국 간 안보협의체로 출발하였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쿼드
참여국들은 쿼드가 중국을 겨냥한 안보동맹이나 아시아판 나토(NATO)가 아
님을 강조하고 있다.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국은 회원국 간 양자ㆍ3자 군
사협력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 말라바르 훈련에 호주가 참여하면서 4자 간
협력 또한 심화될 전망이다.
먼저 미국, 일본, 호주는 2006년부터 미ㆍ일ㆍ호 전략대화를 개최하며 3자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2019년에 개최된 3자 전략대화에서 3국 외교장관은
‘미ㆍ일ㆍ호 전략적 실행 어젠다’를 채택하였는데, 이 실행 어젠다에는 ① 해양
안보, HADR, 대테러, 우주ㆍ사이버 안보협력 ② 파트너 국가 간의 역량 강화
조율 ③ 합동군사훈련을 통한 상호운용성 제고 ④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촉진 ⑤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역내 상황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168)
165) 2015년부터 뉴질랜드, 일본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2017년 훈련부터는 캐나다, 2021년 훈련에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참여했다.
166) Australian Government-Department of Defence, “United States Force Posture Initiativ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31).
167) “‘Quad is not Asian NATO,’ White House NSC senior director says,”(2021. 5. 8),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28).
168)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6. 1), “Australia-Japan-United States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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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한 3자 간 공조
강화의 조치로 해석된다. 2020년에는 3국이 5회에 걸쳐 남중국해 해상에서 합
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호주에 있어 미ㆍ일ㆍ호 3자 국방협력은 일본과 ‘준동맹’ 수준의 관계를 발전
시키는 데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2007년부터 2+2 국방ㆍ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정보보호협정(ISA, 2013년 발효) 및 상호군수
지원협정(ACSA, 2013년 발효 후 2017년 개정) 체결, 연례 양자 합동군사훈련
(Nichi Gou Trident) 등을 통해 국방협력을 강화해왔다. 2022년에는 1월에
는 6여 년에 걸친 협상 끝에 양국간 상호접근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169) 이 협정은 양국의 군대가 상대방의 영토에 머
물 때 필요한 법ㆍ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이 외국
군대에 자국 군사기지 활용을 허용한 것은 미국 외에는 처음이다. 이는 동ㆍ남
중국해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170) 이런 점에서 중국 관영매체인 글
로벌 타임스는 호ㆍ일 간 RAA 체결이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판 나토
(NATO)라고 비판하기도 했다.171)
쿼드의 가장 큰 전략적 중요성 중 하나는 미ㆍ일ㆍ호 3국과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ㆍ태평양 중심의 미국의 안보네트워
크가 인도ㆍ서남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은 인도와 군수교류양
해각서(LEMON, 2016년), 통신 호환성ㆍ보안협정(COMCASA, 2018년), 군
사지리정보 공유협정(BECA, 2020년) 등을 맺고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의 기본
Action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9).
16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22. 1. 6), “Japan-Australia Reciprocal Access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6).
170) Graham and Koshino(2020. 12. 17), “Australia and Japan inch closer towards landmark
defence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9).
171) “Japan-Australia defense, security treaty will inflame regional tensions”(2022. 1. 5),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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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토대를 마련하였다.172) 일본은 2012년부터 일ㆍ인도 양자 해상연합훈련
(JIMEX)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미ㆍ인도 간 해상연합훈련인 말라바
르에 참여하고 있다. 일ㆍ인도는 2020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맺었는
데, 중국의 해양팽창 억지 및 쿼드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73)
인도에 있어 호주는 쿼드 1.0 탈퇴로 인한 불신과 함께 미ㆍ일에 비해 전략
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했으나,174) 최근 들어 호ㆍ인도 국방협력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국은 2014년 합의한 ‘인도ㆍ호주 안보협력 프레임워
크’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정상ㆍ외교ㆍ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2015년부터 양자 해양합동훈련인 AUSINDEX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
히 쿼드의 부활은 호ㆍ인도 국방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20에는 호주와 인도가 상대국의 함정과 항공기의 군사시설 접근을 허용하
는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맺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이행 합의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Implementing Agreement)를 바탕
으로 국방과학기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175) 2020년에는 말라바르 해상합
동훈련에 호주가 참여하였다. 미ㆍ일과 달리 인도의 최우선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호주에 있어,176) 쿼드 협력은 인도와의 양자 협력 확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상호 간의 양자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를 포함한 3자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호ㆍ일ㆍ인도는 2015년부터 3자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가 호주의 말
라바르 훈련 참여를 거부하면서 3자 간 군사협력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나,
172) “Explained: BECA, and the importance of 3 foundational pacts of India-US defence
cooperation”(2020. 1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3).
173) “India and Japan sign military supply pact as China flexes muscle”(2020. 9. 1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30).
174) Harold et al.(2019), pp. 123-124.
175) “Australia and India advance military ties”(2020. 6.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
176) Harold et al.(2019),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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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주가 말라바르 훈련에 참여하면서 3자간 군사협력도 보다 강화될 전
망이다.177) 미ㆍ일ㆍ인도 또한 2015년부터 3자 외교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첫 정상회의를 갖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포용적인’ 인태 지역질서 형성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일본이
2015년부터 미ㆍ일 정례 합동해상훈련인 말라바르에 영구 참가국이 되면서,
미ㆍ일ㆍ인도 3자 간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 인태 지역의 안보협력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 미국 중심의 허브 앤 스포
크(hub and spoke) 체제를 벗어나 미국 안보네트워크 확립을 위한 소다자 협
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ㆍ일ㆍ호주는 상호 간의 양자ㆍ3자 협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해양국가들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인도의 아태
지역 관여를 촉진하였으며,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 노선에서 벗어나 미국과 미
동맹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쿼드 4개국은 쿼드가 안보 연대가

그림 4-4.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중국 견제 안보협력 추진 현황

주: 원은 ‘Quad’ 국가를 의미하며, 실선은 동맹관계, 점선은 안보협력 관계를 의미, 화살표는 안보협력을 위한 상호 접근
및 협정 체결에 근거함.
자료: 이지용(2020), p. 134.
177) 군사협력 부분은 더디지만, 호ㆍ일ㆍ인도는 3자 간 공급망 협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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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은 쿼드 국가 간의
소다자 협력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주에 있어 쿼드는 미ㆍ일과 비
교해 상대적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 수준이 낮았던 인도와의 국방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 호주가 자국 안보에 유리한 지역질서를 형성하
는 데 쿼드 협력체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쿼드를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78) 중국 견제 수위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다르지만, 호주, 일본, 인도
또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억제하고 자국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쿼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호주에 있어 쿼드는 자국의 전략적 이
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협의체이다. 첫째, 쿼드는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
의 군사ㆍ경제적 책무(commitment)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협의체이다.
호주는 현 지역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의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
며, 일본과 인도 또한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역내 관
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호ㆍ미 양자 협력도 중요하지만, 쿼드 참여국 간의
3자, 4자 간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둘째, 쿼드는 호주가 일본ㆍ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
한다. 먼저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무역ㆍ
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오래전부터 호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시아 우방국으로 꼽혀왔다. 하워드 총리는 “아태 지역에서
일본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없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애벗 총리는 더
나아가 일본을 ‘강한 동맹국’으로 칭하기도 했다.179) 양국은 ‘미국의 역내 관여
촉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양자, 미ㆍ일ㆍ호 3자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주
도의 안보네트워크를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BRI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

178) “Biden Wants the ‘Quad’ to Counter China, But Unity Will Be a Test”(2021. 3.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3).
179) Harold et al.(2019),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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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
아울러 쿼드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한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일찍이 탄탄한 양자 협력을 다져온 일본과 달리,
호주는 인도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동맹 노선인 인
도는 미국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자국 안보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
을 우려해, 호주와의 안보협력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2008
년 쿼드 철회는 인도로 하여금 호주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으며, 이는 인도가 호
주의 말라바르 참여를 거부했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180) 호주는 서남아ㆍ인
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호주가 ‘아태’가 아닌 ‘인태’ 지역질서를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아태
지역에 대한 인도의 관여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쿼드 협력은 호주와 인도 간
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며, 양국은 2017년 2+2 회의
개시를 통해 양자간 상호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20년 4개국 간 말라바
르 합동 훈련은 호주와 인도와의 군사ㆍ안보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셋째, 호주에 있어 쿼드는 현재로서 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태 지역 협력체이다. 과거 호주는 EAS, ARF, ADMM+ 등을 통해 중국의 현
상변경 시도를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다자
안보협의체가 표방하는 ‘대화와 관여’ 전략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아세안의 성향은 중국의 공세
적 행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강경한 대
중 억제책을 필요로 하는 호주에는 쿼드가 아세안 다자협의체보다 더 나은 선
택지가 될 수 있다.181)

180) Singh(2017. 6. 19), “India-Australia relations: Getting over the Quad blu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8).
181) IIS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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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쿼드 정상회의 의제는 군
사ㆍ안보 협력보다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
로나19 백신, 신흥 기술, 사이버안보, 질 좋은 인프라, 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
확립 등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 해상훈련
과 더불어 관련 실무 협의체 추동은 중국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본격화하는 신
호탄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쿼드를 중국 견제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에 쿼드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모리슨 총리는 쿼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
장을 표명해왔다.182) 향후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보다 강화될 전망
인 만큼, 호주는 쿼드와 더불어, Five Eyes 및 D10(혹은 G7 +3),183) 등을 통
해 중국 견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 AUKUS 출범과 의의
호주는 쿼드 국가와의 협력과 더불어,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3자 안보협의
체인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3국 간 국방ㆍ안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AUKUS는 특히 회원국의 국방ㆍ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첫 프로
젝트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표하였다.184) 미국이 다른 국가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1958년 영국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호
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호주가 2016년 프랑스와 맺었던 디젤 잠수함 계약
182) 모리슨 총리는 2021년 4월 인도에서 개최된 국제전략대화(Rasina Dialogue) 기조연설에서 첫 쿼
드 정상회의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정상회의를 주재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Morrison(2021. 4. 15), “Address to the 6th Rasina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7)].
183) 2021년 G7 정상회의에 호주, 한국, 인도가 게스트 국가로 초청되었으며, 영국 존슨 총리와 미국 캠
벨 인태 조정관 등은 G7에 상기 3개국을 추가해 민주주의 10개국 모임(D 10)으로 확대하자고 제안
한 바 있다.
184) The White House(2021. 9. 15),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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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엎는 결정으로서, 프랑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프랑스는 AUKUS 결
성 발표 직후 미국과 호주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동맹ㆍ파트
너국 간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185) 중국도 AUKUS
협정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186)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
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6개국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계획
대로 진행된다면 호주는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7번째 국가가 된
다. AUKUS는 중국의 반발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내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187) 인태 지역 안보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AUKUS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188)
이러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3국이 AUKUS를 추진한 이유는 호주가 중국
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강력히 원했고,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다. 호주는 사방이 뚫려 있는 긴 해안선과 호주경
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해 잠수함 전력 강화를 모색
하였으며, 2016년 프랑스와 바라쿠다급(Barracuda-class)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프랑스의 쉬프랑급(Suffren-class) 핵
추진 잠수함을 디젤-전기 추진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동력원 변경에 대한 기술
적 문제로 인해 개발에 난항에 겪었다. 반면 중국의 위협 증가로 호주의 전략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측이 2019년 2월
185) “Aukus: France recalls envoys amid security pact row”(2021.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186) “Aukus: UK, US and Australia launch pact to counter China”(2021.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187) “AUKUS has outlined its potential, but has also left a sour taste”(2021. 11. 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2. 2. 2); ｢당장은 아니라지만... 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2021.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188) “Malaysia, Indonesia ‘worried and concerned’ AUKUS could lead to Asia regional arms
race”(2021. 10.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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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설계 문제로 15개월의 개발 지연을 요청하였으며, 그해 8월 모리슨 총
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189) 개발 지연과 비용 추가 문
제도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재고하는 요인 중 하나였으나, 2016년과 비교
해 날로 증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190) 긴 해안선을 가진 호주 본토와 동
남아ㆍ남태평양 인접 지역 방어를 위해서는 작전 기간이 제한적인 디젤 잠수함
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사일 기술 진화로 군
함들의 미사일 노출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저에서 오랫동안 작전
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모든 국가에 매력적인 자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략적 평가하에 호주는 2021년 3월 영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전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영국이 호주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논의
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호주의 제안을 고심하다가 2021년 6월 G7 회의를 계
기로 열린 3자 회동 이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 전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
다.191) 즉 AUKUS는 미국이 주도했다기보다는, 호주의 대중 억지 노력을 미국
과 영국이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미국도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이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측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견제를 예고했으며, AUKUS는 동맹국인 호주
와 영국을 한데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특히 AUKUS는 역외 국가인 영국을 인태 지역 안보네트워크에 편입시킬 수 있
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영국 또한 2021년 3월에 발표한 ‘안보ㆍ국방ㆍ개
발ㆍ외교에 대한 통합 리뷰(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se,
189) “G7 meeting Cornwall lead to Scott Morrison pulling off nuclear submarine deal with
Britain and US”(2021.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190) “Under the surface of Australia’s submarine deal”(2021. 9.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191) “G7 meeting Cornwall lead to Scott Morrison pulling off nuclear submarine deal with
Britain and US”(2021.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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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에서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tilt)
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192) 이미 영국은 2021년 최신 항공모함 HMS 퀸 엘리
자베스를 인도태평양에 파견해 남중국해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AUKUS는 영국 잠수함이 인태 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주 기지를 활
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193)
이렇듯 AUKUS 결성은 3국 간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3국 중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가 호주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
다. 호주는 AUKUS 협정으로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이슈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호주는 AUKUS
를 통해 미국의 인공지능ㆍ양자 기술, 사이버안보 기술을 비롯해 장거리 지상
공격 및 대함 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194)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과 무
기 도입은 호주의 군사력 증강과 자주 국방 실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UKUS는 인태 지역에서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 중 하나로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
나, 엄밀히 말해 ‘조약 동맹(treaty allies)’은 아니다.195) 즉 호주 인접 지역에
서의 유사 상황 발생 시 영국의 군사적 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영국은
인태 지역 밖에 있는 역외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호주에 AUKUS는 영
국과의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인 영국을 인태
안보 이슈에 깊게 관여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무엇보다 여러 겹으로 중첩되는
192) HM Goverment(2021), pp. 66-67.
193) “Britain’s nuclear submarines to use Australia as base for Indo-Pacific presence”(2021.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
194) “Aukus: Defence alliance one for the ages as China threat grows”(2021. 9. 1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2. 2. 2).
195) Judah(2021. 10. 28), “Britain and Australia aren’t actually treaty allies – they should b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0).

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 • 127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구축은 인태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물론 호주 내에서도 AUKUS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AUKUS 3국
은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은 추진 원자로에 핵을 사용하는 것일 뿐 핵무장이 아
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핵 미보유국인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
은 핵 비확산체제(NPT)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196) 호주 녹색당도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은 역내 핵전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호주 주요 도시 중
심에 체르노빌을 떠다니게 해 호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
다.197) 호주 국방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콜린스급 잠수
함의 퇴역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프랑스와 계약한 잠수함 개발보
다 20년 넘게 더 걸리는 핵잠수함 도입 결정이 현실적으로 옳았느냐에 대한 지
적도 제기되었다.198) 폴 키팅(Paul Keating) 전임 총리는 핵잠수함 12대 도입
은 “(중국이라는) 산을 향해 이쑤시개 몇 개 던지는 격(throwing toothpicks
at the mountain)”이라며, 호주가 중국을 자극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99)
AUKUS는 향후 호주의 외교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그간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데, AUKUS로 인해 호주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UKUS 출범과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이 미
국 안보정책에 호주를 연루(entrapment)시켜 호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200) 그러나 그간의 호주의 행보를 비추어볼 때
196) Action(2021. 9. 21), “Why the AUKUS Submarine Deal Is Bad for Nonproliferation—And
What to Do About 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0).
197) “Floating Chernobyls: Greens blast sub deal”(2021.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0).
198)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 Peter Lee 연구위원 화상인터뷰(2022. 2. 8).
199) “‘Throwing toothpicks at the mountain’: Paul Keating says Aukus submarines plan will
have no impact on China”(2021. 11.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0).
200) “Labor demands Scott Morrison’s assurance Australia will maintain military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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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자국의 주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의 안보정책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
지 않다.201)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
국의 기대에 부응해서라기보다는, 호주 본토 방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호주의 행보는 앞으로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만약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임박해 호주의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호주도 미
국과 연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AUKUS가 호주 외교에 가져온 또 하나의 딜레마는 아세안과의 관계 악화이
다. 호주에 있어 동남아는 태평양도서국에 이은 전략적 요충지이며, 호주는 오랫
동안 동남아 해양국가와 아세안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AUKUS는 호주가 동남아
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영연방 5국 방위협정국(FPDA: Five
Powers Defence Arrangement) 참여국인 말레이시아의 반발을 샀다.202) 싱
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이 AUKUS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으나, 대
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AUKUS가 쿼드와 더불어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것
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의 이러한 우려는 호주를 겨냥하기보다는
미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호ㆍ아세안 관
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203) 호주도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한다는 입
장을 밝히고 있으나, 아세안과의 관계가 미국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대중 견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호주는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대아세안 협력을 지속ㆍ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from US”(2021. 9.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0).
201) Curran(2021. 9. 20), “Could the AUKUS Deal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China—And
Yet Come at a Real Cost to Austral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0).
202) FPDA는 1971년 영연방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맺은 방위협정이다.
203) 이재현(2021. 12. 23), ｢AUKUS를 계기로 본 동남아의 전략 상황 인식과 한국의 동남아 정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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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뿐만 아니라, 중국이 BRI를 앞세워 인태 지역 내
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1차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주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가 위치하고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에 놓인 동남아
도 호주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2020년 국방백서가 호주의 국방 자원을 자국의
본토와 동남아ㆍ남태평양 방어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
의 대외협력도 호주 인접 지역인 태평양도서국과 동남아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쿼드 협력이 비군사ㆍ안보 이슈로 재편됨에 따라 호주는 쿼드 협의체와
연계해 태평양도서국과 동남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호주 차원의 자체
이니셔티브를 지속ㆍ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호주가 왜 태
평양도서국과 동남아를 중시하는지를 검토하고, 쿼드 협의체를 활용한 지역협
력 현황과 함께 호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살펴본다.

가. 태평양도서국과 동남아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
1) 태평양도서국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도서국이 호주
의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204) 태평양도서국
은 호주의 무역로 확보에도 매우 중요하다.205) 단일 대륙으로 이루어진 호주에
게 국제무역은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호주
의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206)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호주의 관여는
204) Pryke(2020).
205) Colton(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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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태평양 지역에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났으며,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최근 호주가 남태평양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
중국은 1970년 말 피지, 사모아, 파푸아뉴기니와 첫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고,
1989년에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ost Forum Dialogue)
에 대화상대국으로 참석하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은
2006년 제1차 중국ㆍ태평양도서국 경제개발협력포럼(China-Pacific Islan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rum)을 피지에서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태평양도서국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207) 중국은 2013
표 4-8. 중국ㆍ태평양도서국 경제개발협력포럼 주요 내용
차수

개최일

참여국

2006.4.5

중국, 쿡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제2차

2013.11.8

중국, 쿡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

제3차

중국,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2019.10.21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바누아투,
-

제1차

주요 협력 분야
-

무역
원조 및 투자: 5억 달러 규모의 차관 대여
농업 분야 협력
관광업, 교통, 금융업, 인프라 건설
무역: 95%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원조 및 투자: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 대여
인적자원개발: 장학금 제공
관광업: 중국인의 태평양도서국 관광 장려
보건: 의료 시설 설립, 의료진 및 의료 장비 제공
농수산업 분야 지원
기후변화: 중국산 태양광 및 저탄소 제품 등 제공
무역: 전자상거래 협력, 무역 상품 국제 기준 준수
투자: 태평양도서국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
인프라: 교통, 통신, 에너지, 전기, 관광업 분야
관광업 및 교통: 중국ㆍ태평양 크루즈 노선 개발
농업: 2020-2022 Action Plan 체결
금융업: 태평양도서국 내 중국 투자은행 유치
환경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해양공간관리 협력
인적자원개발: 중국의 의료진 및 의료물품 지원
지역협력: 중국 광둥성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자료: 중국 외교부 및 중국ㆍ태평양도서국 MOU(검색일: 2021. 8. 28)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6)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주요 3개 해상 무역로는 태평양 지역을 관통
하고 있으며, 2016~17년도 기준 해당 무역로에서 약 1,030억 호주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졌으
며, 이는 호주 전체 무역의 약 45%이자 전체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타났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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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중국 광둥성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하고, 제1차 포럼보다 협력 부문을 늘려
투자, 무역, 보건 등 약 7개의 부분에 대한 협력 약속을 하였다. 그 후 2019년 중국
과 태평양도서국은 사모아에서 제3차 중국ㆍ태평양도서국 경제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해 인프라 협력 및 투자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제1차, 제2차 포럼에는
태평양도서 8개국만 참여하였으나, 제3차 포럼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나 중국과
의 협력 수요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교역 추이를 보면 앞서 언급된 중국의 태평양도서
국 내 영향력 확대가 무역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14개 태평양도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파푸아뉴기니의 교역액과 그 외 13개 도서국의
교역액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13개 도서국과 파
푸아뉴기니에 대한 호주와 중국의 교역 추이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
와 중국의 대태평양도서 13개국 교역액 데이터를 보면 2011년부터 중국의 대
태평양도서 13개국 수출액이 호주의 수출액보다 최소 3배에서 8배까지 차이
가 나며, 특히 2016년부터 중국의 대태평양도서 13개국 수출액은 46억 5,500
그림 4-5. 호주와 중국의 대태평양도서 13개국 교역액 추이(2011~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omtrade(검색일: 2021. 8. 29).

207) Wesley-Smith(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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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 2018년에 약 30억까지 감소했으
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호주의 대태평양도서 13개국 수출과 수입
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일정한 교역액을 유지하고 있다. 각 13개
국의 개별적인 교역 수준은 상이하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전반적인 양국의
교역 추이를 볼 때 중국이 태평양도서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호주와 중국의 대파푸아뉴기니 교역 추이는 여타 태평양도서국과는 다
른 양상을 띤다. 태평양도서 13개국과 비교했을 때 호주와 중국 모두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양국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18년 중국의 수입액이 처음으로
호주의 수입액을 넘어섰고, 2019년 중국의 수입액은 30억 달러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다.208)

그림 4-6. 호주와 중국의 대파푸아뉴기니 교역액 추이(2011~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omtrade(검색일: 2021. 8. 29).

208) 양국의 주요 수입품은 호주의 경우 2019년 기준 금(88.4%), 원유(7.7%), 커피(0.66%) 순으로 수입
한 반면, 중국은 석유가스(49.2%), 목재(19.4%), 니켈(19.0%), 광석(5.31%) 등을 원자재를 위주로
수입하였다(OECD, 검색일: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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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17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
였다. 이는 동일 기간에 호주가 지원한 7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중
국의 원조가 OECD DAC 회원국의 지원 형태와 달리 차관 형식을 띤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호주 로위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도서국인 파푸아뉴기니, 피지,
사모아, 바누아투 내 중국과 호주의 투자 프로젝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원조 및 투자 의존국인 태평양도서국은 취약한 기반시
설에 따라 인프라 건설 및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209) 호주의 경우 전
통적인 OECD DAC 회원국으로 주요 원조 및 투자 프로젝트가 교육, 거버넌
스, 보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BRI와 연계해 도로 건설, 정부 청사 건
설, 항만시설 재건축 등 인프라 중심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표 4-9. 태평양도서국 내 중국과 호주의 주요 프로젝트 비교(2011~17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호주
프로젝트명

중국
금액

프로젝트명

금액

파푸아뉴기니

보건 부문: HIV 감염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 및
교육 분야 향상

219

인프라 부문: 수도
포트모리즈비 내 신규
고속도로 및 다리 건설

85

사모아

거버넌스 부문: 거버넌스
및 경제 안정성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

15

인프라 부문: 신규 정부청사
및 400좌석의 신규
컨벤션센터 건설

52

바누아투

사이클론 회복: 2015년
사이클론 팸(PAM)에 의한
기반시설 복구

26

인프라 부문: 루간빌 지역
항만시설 보수

81

피지

교육 부문: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접근성 강화
프로젝트

43

인프라 부문: 2개 타운
연결용 70km 신규
고속도로 건설

136

자료: Lowy Institute(2021); Hollingsworth(20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5. 6) 재인용.

209) ADB(2017),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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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차관 형식을 띤 중국의 인프라 중심 원조 및 투자가 태평
양도서국의 부채를 높이는 원인이라 지목하고 있다. 특히 통가, 사모아, 바누아
투 등 태평양도서국 내에서도 적은 인구수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에서 중
국 차관율이 높은 것이 지적되었다.210)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2021년 7월
사모아의 총리는 중국이 지원하는 항만 사업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
으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만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각 도서국의 인프라 수요와 국가 채무의 상황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1)
현재까지도 태평양도서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
으며, 이는 최근 호주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동기로 작
용했다. 특히 2018년 중국이 바누아투에 중국 군사기지 설립에 대한 언론의 오
보와 2019년 중국의 솔로몬제도 툴라기섬(Tulagi) 전체 대여 기사 보도 등은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과 입지를 다시금 경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동남아
동남아는 남태평양 다음으로 호주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미
중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지정학ㆍ지경학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호주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아세안의 대외무역에서 1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
대 교역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도 아세안의 FDI 유입액 중 25.5%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으로 동남아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10) Lowy Institute(2019), “Ocean of debt? Belt and Road and debt diplomacy in the Pacific,”
p. 10.
211) “Samoa’s new leader confirms scrapping of China-funded port”(2021. 6. 3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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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아세안의 국별 무역 및 FDI 현황(2020년)
국별 무역액 비중

국별 직접투자 비중

자료: ASEAN Secretariat(2021b), “ASEAN Statistical Yearbook,” p. 64, p. 138을 활용해 저자 작성.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제적ㆍ외교적ㆍ역사적으로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이 큰 국
가로 최근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와 아세안과의 다자 협력 체계를
활용해 중ㆍ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왔다. 아세안 지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한 축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인 거점이며, 2013년 시진핑 주석
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기점으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일대일로 정책이 본격화한
후 약 50여 건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아세안 일대에서 추진했다. 한편 중국의 대규모
차관 재원을 활용한 일대일로 정책 이행으로 인한 수원국의 재정 부담에 대한 비판
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계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2019년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일대일로 정책 연계 공동 선언(ASEAN-China Joint Statement
on Synergising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MPAC) 2025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을 채택해 일대일로 정책과 아세안의 물리적ㆍ
제도적ㆍ인적 통합 체계인 MPAC과 연계 추진을 선언했다. 동 선언에서 중국은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 이니셔티브인 ‘아세
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에 대한 지원도
표명하며 도시화 문제 해소와 인프라 개선 의지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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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국의 대아세안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개요

자료: UOB and HKUST IEMS(2020), p. 14.

특히 중국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중ㆍ아세안 디지털경제 파트너십 구축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Building ASEAN-China Partnership on Digital Economy)’를 통해 디지
털경제, 스마트시티, AI, e-commerce, 빅데이터, 5G, 사이버안보 등 디지털
및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ㆍ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 이 외에
도 2021년 중ㆍ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정상회의 계기 양측의 외교관계
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의 격상에 합의하며 외교적 협
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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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다자주의에 기
반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표방하며 역내 협력 논의에서의 주
도권을 유지했다. 또한 아세안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인 의존과 중국의 영
향력을 상쇄하면서도 미중 관계에서 아세안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 한국, 호주, EU 등 아세안의 역외 대화상
대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일종의 헤징(hedging), 균형(balancing), 편승
(bandwagoning)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다면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13)
호주는 아세안을 인도태평양의 중심이자 역내 규범 구축 기구(Norm-setting
body)로서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하며 협력 관계 확대를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지역포럼(ARS:
ASEAN Regional Forum) 등 역내 다자외교에서의 아세안의 중심성을 지지하며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호주의 이러한 아세안과
의 협력 관계 증진 노력은 2021년 10월 양자간의 외교 협력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의 승격으로 이어졌다.214)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자 호주는 기존의 대외경제 관계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포스트 차이나시대의 대표 주자이자
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지대로 인식되는 아세안이 호주의 무역투자 다변화의 유
망한 파트너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 발굴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산관학 이해당
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제언
한 바 있다.215) 호주는 아세안과의 전통적인 형태의 무역투자 관계 증진 이 외에도
212) ASEAN Secretariat(2021a), 선언문 내용을 참고.
213) 최원기(2021), pp. 2~4.
214) 주아세안호주대표부 홈페이지(https://asean.mission.gov.au/) 보도문 참고.
215)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2021),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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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디지털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아세안ㆍ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
Cooperation Initiative)’를 통해 향후 호ㆍ아세안 양자간 디지털 무역 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역내외 디지털 무역 표준 채택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
는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의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주요 무역 교통로인 남중국해가 위치한 동남아는 호주에 있어 안보적
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호주는 일찍이 남중국해의 규칙기반 질서를 적극 촉구해
왔으며, 미국과 연계해 동남아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호주는 남중
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으나, 중국과 아세안 간에 협의 중인 남중국
해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8년 8월 COC 단일협상 초안(Single Draft Negotiating
Text)이 공개되었으나, 중국이 역외 비당사국의 해양 경제 활동 참여를 금지하
고 역외 국가와의 군사연합훈련 시 상대국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요
구하는 등 아세안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216)
호주는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COC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호주ㆍ아세안 포럼’에서 “COC는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217)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호주의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
는 것은 아니지만, 동남아가 중국의 영향력권에 속하게 될 경우 호주에 유리한
역내 질서 구축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남아는 태평양도서국만큼이
나 호주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다만 호주는 강대국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동남아 10개국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펼칠 여력과 자원이 없기 때문
216) Cook(2021), p. 9.
217) Ibid., p. 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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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동남아에 대한 대중 견제를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국의 대동남아 협력을 확대하는 데 쿼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동남아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쿼드 협의체를 통한 지역협력 확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쿼드는 전통적인 군사ㆍ안보협력 외에도, 인태 지역
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쿼드 4개국은
2021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기반의 질서’를
통해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과거 실무급
이나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 성명문을 내지 않았던 데 반해, 4개국 정상은 공
동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계획도 언급하였다. 쿼드 정상들은 공동

표 4-10. 쿼드 실무그룹/파트너십 출범 현황
분야
백신 파트너십
(Vaccine Partnership)
백신 전문가 그룹
(Vaccine Experts Group)

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제조 공조
∙ 세계보건기구(WHO), 코백스(COVAX)와 긴밀히 조율
∙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위한 이행 계획 설계
∙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분배와 보건 안보 확보를 위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인명구조 업무 지원 강화

인프라 조정 그룹
∙ 정기 회의를 통한 역내 인프라 수요 평가
(Infrastructure Coordination
∙ 질 좋은 인프라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
Group)
기후 실무그룹
(Climate Working Group)

∙ 파리협정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외 국가들과 협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배출 기술력 향상
∙ 기후 완화, 적응, 복원력, 기술, 역량 구축 및 기후재정 협력

∙
핵심적 신기술 실무그룹
(Critical and Emerging
∙
Technology Working Group)
∙

쿼드
기술
통신
민간

역내외 국가 간 기술 표준 개발, 주요 기술 공급망 및 신흥
모니터링 협력 촉진
개발, 장비 공급업체의 다변화, 미래 통신 분야 협력
부문 및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

자료: 최인아 외(2022), p. 60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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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대테러, 질 높은 인프라 투
자, 재해ㆍ재난, 해양안보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중국’을 직접적으
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와 동ㆍ남중국해의
규칙기반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현상변경 움직임에 대해 공
동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태 지역의 코로나
백신 보급, 기후변화, 핵심 기술ㆍ신흥 기술 협력에 대한 실무협의체 발족을 명
시했다는 점이다.218) 이는 쿼드가 상호 간 이해를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제도
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실제로 4개국은 쿼드 외교장관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고위ㆍ실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9월 2차 정상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에서 제
시된 협력 어젠다를 보다 구체화하고, 사이버안보, 우주개발 등 다자 차원의 협
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1) 코로나19 백신 협력
쿼드는 2021년 9월 2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대면으로 개
최해 4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219) 쿼드는 2021년 3월에 쿼드 백신 파트너십(Quad Vaccine
Partnership)을 발표하며, 백신 전문가 그룹(Vaccine Experts Group)을 설
치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공급 및 원조를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
다. 쿼드 백신 파트너십은 COVAX를 통한 다자 협력 차원의 백신 지원, 인도태
평양 지역 대상, 조건 없는 지원을 공동 원칙으로 수립하면서 4개국이 백신과
원조의 목표치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220) 2021년 기준 쿼드는 7,900만 백신

218) The White House(2021. 3. 12),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219) The White House(2021. 9. 24), “Fact Sheet: Quad Leader’s Summit,” p. 1.
220) USAID, “Quad Country Covid19 Response in Indo-Pacific Region Dashboard,”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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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즈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달했으며, 약 8억 9,4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
였다.221) 쿼드 4국 중 가장 많은 백신을 전달한 국가는 미국으로 4,730만 백신
도즈를 기록했으며, 일본(2,060만 도즈), 인도(760만 도즈), 호주(320만 도즈)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재정 및 기술적 원조 측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4억 5,760억 달러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원한 가운데 일본(2억 8,330만 달러), 호주(1억 3,620만
달러), 인도(1,67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인도태평양 국가 중 쿼드 4국으로부
터 백신을 제공받은 국가는 총 30개국이다. 30개국 중 가장 많은 백신 도즈를
지원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약 1,580만 도즈를 제공받았으며,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2022년까지 인태 지역 내 약 6,000만 백신 도즈를 제공할 것임을 발표하였으
며,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에 100만 도즈, 피지(86만 도즈), 동티모르(57만
도즈), 베트남(40만 도즈) 등 순으로 지원하였다.

그림 4-9. 쿼드의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및 재정 지원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백신 도즈

재정 및 기술 지원

자료: USAID, “Quad Country Covid19 Response in Indo-Pacific Region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9) 토대로 저자 작성.

2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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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협력
중국이 BRI를 통해 인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쿼드 4개국 간
인프라 협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호주는 쿼드 국가 중 AIIB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로, 2017년에는 중국 BRI와 연계해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MOU를
맺기도 했다. 당시 통상장관이던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는 중국에서
개최된 BRI 포럼에서 아태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BRI를 지지한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호주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222) 그러나
BRI 프로젝트의 불투명성과 수혜국의 채무 증가 등은 호주의 BRI 프로젝트 참
여를 주저하게 만들었으며, 이렇다 할 협력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중국
의 호주 북부 및 남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호주 내
에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BRI 투자가 가져올 안보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
이 커지게 된다.223) 호주는 미ㆍ일ㆍ인도처럼 BRI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미ㆍ일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BRI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2018년 미ㆍ일ㆍ호는 ‘인태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3자 파트너십’을 발
족시키고, 양질의 인프라, 투명성, 부채 지속유지가능성, 환경ㆍ사회 규범 등
국제 규범에 준하는 인프라 개발 촉진에 합의했다. 또한 3국은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 금융 유치, 수혜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적 모델 전파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호주의 외교통상부(DFAT)ㆍ공적수출신용기관(EPIC),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IPC)는 3자 MOU를 체
결하고, 인태 지역의 신규 인프라 사업,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
간 재원 조달에 협력하기로 했다.224)
2019년 11월에는 미국 주도하에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222) Laurenceson, Nieuwenhuizen and Collinson(2017), p. 3 재인용.
223) Wilson(2019), pp. 102-103.
224) The Australian Government(2018. 11. 17), “Joint Statement of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Trilateral Partnership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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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N)’를 출범시켰다. BDN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양질의 인프라 개발
을 위해 협력하는 다자 협력 네트워크로서,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ㆍ기
준에 따른 표준 수립, 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주도의 투명하고 지
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다.225) BDN은 민간 투자자들의 리스
크 감소를 위해,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인증
을 발급한다. BDN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G20
원칙(2019년)’,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G7 간 공동성명(2018년)’, ‘적
도 원칙’226) 등을 준수해야 한다.227) 미국은 인증 기준 수립을 위해 2020년 1
월 미ㆍ일ㆍ호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나, 코
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듯하다.228) 2021년 6월
에는 첫 BDN 고위급 협의 그룹(Executive Consultation Group)이 개최되
었다. OECD 주관하에 개최된 이 회의에는 민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BDN 인프라 표준 설계와 실행에 대해 논의하였다.229) 최근 바이든 행
정부는 G7 정상회담에서 G7 국가들과 ‘Build Back Better World(B3W)’ 파
트너십을 발족시키고, 개도국의 양질의 인프라 개발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
다. 미국은 기존 미ㆍ일ㆍ호 주도의 BDN과 B3W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BRI에 대항한 인프라 개발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쿼
드 4개국은 2021년 9월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프라 조정 그룹(Infrastructure
Coordination Group)’을 창설하였다. ‘쿼드 인프라 조정 그룹’은 4개국 간
실무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230)
225) The U.S. Department of State, “Blue Dot Netwo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226)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은 금융기관들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프로
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227) The U.S. Department of State, “Blue Dot Netwo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228) Channer(2021), p. 7.
229) The U.S. Department of State(2021. 6. 7), “Welcoming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Blue
Dot Network Executive Consultation Grou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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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쿼드 3개국(미ㆍ일ㆍ호)는 호주 주도로 남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개
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18년 11월 3국은 17억 달러를 투자해 파푸아뉴
기니의 전기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파푸아뉴기니 ‘전기보급 파트너십’ 추진에
합의했으며,231) 2019년 6월에는 파푸아뉴기니의 LNG 인프라 개발 지원을 발
표했다.232) 2020년 10월에는 팔라우섬에 3,000만 달러 규모의 해저 케이블
건설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233) 이 프로젝트는 팔라우섬의 ‘신뢰하고
안전한 디지털 연계성’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BRI를 통해 해저 케이블 사
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크다. 해저 케이블은
정보 탈취에 취약해 안보상 중요한 기반시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
적으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호주는 미ㆍ일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안보와
도 직결되는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기후변화 협력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따라, 기후변화 협력도 쿼드 국가 간 주요 협력
의제로 부상하였다. 쿼드 4개국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태 지역 내 에너지 수
요와 탈탄소 목표 간 균형을 맞춘 2030 목표치(2030 Target) 달성에 주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쿼드 4개국은 해당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주요 3개 분야 계
획을 발표하였는데, 첫째로 녹색 항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저탄소 배출에 노력
할 것을 강조하였다. 쿼드 4개국은 전 세계의 주요 항구(로스앤젤레스, 뭄바이,
시드니, 요코하마)를 소유하고 있는 해상 화물 허브로, 해상 화물선의 주요 선

230) The White House(2021. 9. 24), “Fact Sheet: Quad Leader’s Summit,” p. 1.
231) U.S. Embassy & Consulates in Australia(2018. 11. 17), “The Papua New Guinea Electrification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232) “Japan, US and Australia begin own ‘Belt and Road’ in South Pacific”(2019.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
233)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2020. 10. 28), “Australia
partnering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finance Palau undersea cabl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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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이다. 이에 쿼드 4개국은 쿼드 화물 대책 본부(Quad Shipping Task
Force)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항구 인프라 및 청정 선박용 연료 사용할 것을 강
조하였다. 또한 쿼드는 청정수소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역내 청정수소 공급망
비용을 절감하고 청정수소 무역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234) 청정 수소 파
트너십과 관련해서는, 호주가 쿼드 4국 중 처음으로 2022년 중순에 인도태평
양 청정에너지 공급망 포럼(Indo-Pacific Clean Energy Supply Chain
Forum)을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235) 마지막으로 4개국은 ‘기후ㆍ정보
서비스 태스크 포스’ 설립과 ‘재해에 대한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연대’를 통
해 작은 도서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표명하
였다.236) 4개국 간 협력 외 아직 구체적인 제3의 협력대상국이 밝혀지지는 않
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 재난 취약성이 심각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
원이 우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핵심ㆍ신흥 기술 협력
쿼드 4개국은 중국의 기술 패권 견제를 위해 민주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을
둔 신흥기술 국제 표준과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한편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쿼드는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안전한 기술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 표준, 5G 개발 및 사
용, 데이터 기반의 환경탐색(horizon scanning), 기술 공급망 등 4개 분야 관
련 협력을 부각시켰다.237) 아울러 쿼드 4개국은 2021년 9월 제2차 정상회의
에서 핵심ㆍ신흥 기술 분야의 기본 원칙과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 5G 사용
과 다변화, 첨단 생명공학 기술 동향 관찰 등에 대한 논의와 세부 방안을 제시
234) The White House(2021. 9. 24), “Fact Sheet: Quad Leader’s Summit,” p. 4.
235) The White House(2022. 2. 11), “Joint Statement on Quad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236) The White House(2021. 9. 24), “Fact Sheet: Quad Leader’s Summit,” p. 4.
237) The White House(2021. 9. 24), “Joint Statement from Quad Lead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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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기술 표준 연락망 그룹 개설,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 창설 등의 제도화 작업을 수행하여 핵심ㆍ신흥 기술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238)
핵심ㆍ신흥 기술 협력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호주가 가장 중시하는 협력 분야
중 하나이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주는 국제사회에 5G 관련 사이
버 보안 위험을 가장 먼저 환기시킨 국가 중 하나였으며, 미국보다 먼저 중국기
업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배제시킨 바 있다. 따라서 호주는 쿼드를 통해 안정
적인 5G 네트워크 공급망 구축과 5G 안보 위협 대응 역량 강화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쿼드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하되, ‘개방적이고 안전한
5G 네트워크’ 구축에 동참할 동류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호주는 자국의 제조업 육성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견제를 위한 국제ㆍ지
역 표준 수립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과 함께 핵심기술과 관련된 국
제 표준 수립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5) 사이버ㆍ우주 협력
사이버와 우주 협력 또한 쿼드 국가 간의 주요 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쿼드 4개국은 2016년부터 미국ㆍ인도, 인도ㆍ호주, 인도ㆍ일본 등 양자 차원
의 사이버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양자 협력에 기
반을 둔 다자 차원의 협력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239) 쿼드는 고위급 사
이버 그룹(Senior Cyber Group)을 개설하여 역내외 국가 간 공유된 사이버
표준 이행,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신뢰성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사이버
안보의 확장을 목표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최초로 시도되는 다자 차
원의 우주 협력은 위성으로 관측된 자료를 공유하여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역

238) The White House(2021. 9. 24), “Quad Principles on Technology Design, Development,
Governance, and Use.”
239) Patil(2021), “Cyber resilience in the Qu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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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쿼드는 2021년 3월 정상회담 이후
창설된 쿼드 기후 실무 그룹과 연계해 기후변화 위험,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쿼드 회원국 간 위성 자료를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또
한 쿼드 4개국은 우주 공간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규범 및 원칙을 논의해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적인 비전통 안보 현안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호주
는 쿼드 회원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과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호주의 대태평양도서국ㆍ아세안 협력
가) 태평양도서국
호주는 오래전부터 태평양도서국의 후견국 역할(Custodianship)을 자처하
며,240) 남태평양 지역 발전에 깊이 관여해왔다. 태평양도서국은 호주의 주요
ODA 수혜국이었다. 호주 ODA 전체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2014~15년 기
간에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ODA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1) 호주가 원조 예산 삭감에도 불
구하고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ODA 예산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 것은 그만큼
태평양도서국이 호주에 있어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7년
호주 외교백서 또한 호주 대외협력의 최우선 지역으로 남태평양을 언급하고 있
으며,242) 특히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부동의 상위
3개 ODA 수혜국에 꼽힌다.

240) Hayward-Jones(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3).
241) 러드 정권 당시 호주의 ODA 예산은 약 58억 호주달러까지 편성되었는데, 2013년 자유당 애벗 총리
의 취임 이후 ODA 예산이 약 40억 호주달러로 삭감되었고, 2019~20년까지도 약 42억 호주달러를
유지하고 있다[Australian Aid Track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4)].
242) Australian Government(2017), pp. 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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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호주 3개년 국가별 ODA 예산 비중
(단위: 백만 호주달러)

2017~18

순위

2018~19

2019~20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파푸아뉴기니

472.9

파푸아뉴기니

519.5

파푸아뉴기니

618.8

2

인도네시아

296

인도네시아

266.4

인도네시아

322.3

3

솔로몬제도

92.7

솔로몬제도

146.1

솔로몬제도

161.7

4

아프가니스탄

80

아프가니스탄

80

방글라데시

133.5

5

동티모르

68

동티모르

73

동티모르

120.7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포트폴리오 예산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호주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태평양에 대한 후견 역할을
행사하려 했다. 1990년대 후반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우려한 호주는 2000년
태평양포럼에서 태평양도서국과 ‘비케타와 선언(Biketaw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은 회원국의 국내 분쟁 및 위기 발생 시 호주의 군사적 개입
을 합법화하거나 개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는
△ 솔로몬제도 지역지원정찰제도(Regional Assistance Mission to Solomon
Islands, 이하 RAMSI)’ △ 파푸아뉴기니 협력 강화 프로그램(Enhanced
Cooperation Program) △ 그 외 태평양포럼의 역량 강화 △ 태평양도서국 군경
찰 내 임시 고위급 간부 임시파견 △ 나우루 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243)
그러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호주의 후견 역할은 양측 간의 외교 관계를 악
화시키기도 했다. 호주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간 내전에 의한 망명
신청자를 태운 보트를 호주 본토 대신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정박시키는 등
태평양도서국을 망명자들의 임시보호처로 삼았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는
솔로몬제도의 신정부와 RAMSI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대립을 겪기도 했다.244)

243) Ibid.
244) Mcleod and Dinnen(2008), pp. 37-3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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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러드 내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을 골자로 한 포트모르
츠비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군사 배치에 집중하던 일방적 협
력에서 벗어나, 교육ㆍ의료, 인프라, 청년 실업 등에 대한 공공사업 프로그램,
소액대출, 거버넌스 개선 등 태평양도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
업들을 포함하였다.245)
2010년대 후반 들어와 중국이 태평양도서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자,
당시 턴불 총리는 2016년 9월 제47회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참석해 ‘스텝
체인지(Step-Change)’를 발표하고 태평양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호주정부는 ‘스텝 체인지’ 이니셔티브하에 4년간 300
만 호주달러를 투자해 태평양도서국의 회복력 있는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
원하였다. 모리슨 총리도 턴불 전임 총리의 대태평양도서국 외교정책 노선을
이어받아, 2018년 8월에 ‘퍼시픽 스텝업(Pacific Step Up)’ 이니셔티브를 출
범시켰다. 호주는 태평양도서국 내 개별 국가에 호주 대사관을 확대 설치하고,
인프라, 보건, 정보통신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스텝 체인지’와 ‘퍼시
픽 스텝업’은 호주의 대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정책 기조가 과거의 후견인적 접
근에서 외교적 접근을 띠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 배경에는 태평양도서
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
려는 전략적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에 발표된 ‘퍼시픽 스텝업’ 정책은 기존 ‘스텝 체인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지원과 포괄적 의제를 다루고 있다. ‘퍼시픽 스텝업’은 ‘태
평양을 위한 호주인프라 금융시설(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이하 AIFFP)’ 설치와 ‘코럴 해저케이블(Coral Sea
Cable)’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AIFFP는 호주
의 대태평양도서국 주요 이니셔티브로서 2019년 7월 1일부터 최대 15억 호주
245) Mcleod and Dinnen(2008), pp. 39-4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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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차관과 5억 호주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 2022년 2월까지 9개국 대상 9
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해저 케이블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이다.
예외적으로 파푸아뉴기니의 항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에는 약 5억 8,000만 호주달러 규모의 최대 금액이 투자되었다. ‘퍼시픽 스텝
업’은 인프라 투자 외에도 △ 태평양 노동자들의 호주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태평양 노동자 제도(Pacific Labour Mobility Scheme)’ △ 5억 호주달러 규
모의 태평양도서국의 재생에너지 지원 △ 태평양퓨전센터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퍼시픽 스텝업’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호주의 관여 확대 의지를 보여주
는 대표적인 이니셔티브이지만, 호주의 ODA 예산 중 교육 및 거버넌스 등에
할당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지원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246)

표 4-12. 호주의 대태평양도서국 지원 정책 비교
구분

스텝 체인지(Step Change)

퍼시픽 스텝업(Pacific Step Up)

정권

턴불 정권

모리슨 정권

시기

2016년

2018년

대상

태평양도서국

태평양도서국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경제
개발, 보건 및 교육 증진 관련 14억
4,000만 호주달러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관련 2016년부터 4년 ∙ 태평양도서국 내 호주 사무소 설치
간 300만 호주달러 지원
∙ 호주인프라 금융시설 설립
∙ 태평양 노동자 제도 신설
∙ 코럴 해저케이블 설치
∙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및 언론 자료(검색일: 2022. 2.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46) “Australia pledged to ‘step up’ in the Pacific amid growing Chinese influence, but are we
on track?”(2020. 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2).

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 • 151

표 4-13. AIFFP 프로젝트 현황
(단위: 호주달러)

대상국가

프로젝트명

금액

Airports Fiji(AFL)

6,800만

Nadi Flood Alleviation Project

500만

Front End Engineering Design(해저케이블 관련)

150만

솔로몬제도

Tina River Hydropower Transmission System

2,910만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Ports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gram

5억 8,000만

Markham Valley Solar Plant

논의 중

Palau Solar Plant Investment

2,900만

Palau Submarine Cable Branch System Project

논의 중
(미국, 호주, 일본
3자 협력)

East Micronesia Cable

논의 중

피지
동티모르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나우루

자료: 태평양을 위한 호주인프라 금융시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2)를 토대로 저자 정리.

2020년 5월에는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코로나19 팬데믹 대
응을 돕고자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Recovery)’ 이니셔티브
를 발표하였다. 2년간 3억 3,353만 호주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회복을 위한 파
트너십’은 태평양도서국,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를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은 태평양도서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의 경제ㆍ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고자 호주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Whole of Government
Approach)으로 △ 보건 안보 △ 사회 안정 △ 경제 회복을 목표로 각 분야별 세
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만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호주가 지속해온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 내 양자ㆍ
다자 원조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행하는 것
임을 밝혔다. 호주는 첫 번째로 보건 안보 분야에서 태평양도서국, 동티모르, 인
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긴급 보건 및 인도 지원 차원의 공중보건 캠페인, 역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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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체계 강화, 필수 물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 안정 분야 내 동남
아시아 지역의 여성 주도 중소기업에 긴급 구호 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경제 회복 분야에서 태평양도서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 수출 시장, 무
역 및 투자, 인적자본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이행하고 있다.
나) 아세안
호주는 아세안의 10개 완전대화상대국 중 가장 먼저 대화상대국 관계를 수립
한 국가로, 1974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아세안 지역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아태 지역 통합에 일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와 체계화된 협
력 관계 구축은 대화상대국 관계 수립 40주년인 2014년 무렵부터 본격화되었
다. 동 시기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과 2025년까지의 공동체 완성을 위한 대외협력 수요가 증
가하는 시기였으며, 호주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
야 하는 전략적인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2014년 호주와 아세안
은 대화상대국 수립 4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Commemorative Summit)
를 계기로 양측의 외교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Comprehensive Partnership)’
에서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하고, 2016년부터
격년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2016년 1차 격년 정상회의에서는 호주는 남
중국해 분쟁을 염두에 둔 해양협력 및 규범 기반 질서 등을 협력안으로 채택해
본격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2018년 특별정상회의에
서는 15대 협력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시드니 선언(Sydney Declaration)’
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247)
2020년 비공식 조찬 정상회의에서는 호주와 아세안 정책 협력 채널인 3차
POA(Plan of Action) 채택에 합의했으며, 2차 격년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이
247) 2018년 시드니 선언의 15대 협력 이니셔티브는 ① 대테러협력 ② 인신매매대응 ③ 사이버안보 ④ 디
지털무역 ⑤ 국방 ⑥ 해양 ⑦ 경제 ⑧ 도시화 ⑨ 인프라 ⑩ 연계성 ⑪ 교육 ⑫ 보건 ⑬ 여성 ⑭ 평화
⑮ 안보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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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경제협력 중심의 인도태평양 지
역 협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천명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OIP: ASEAN Outlook on Indo-Pacific)’을 지지하며 AOIP 4대 우선협력
사업을 채택했다.248) 2021년 1차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외교 관계
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했으며, AOIP 4대 우선협
력 분야를 포함해 보건ㆍ범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1억 2,400만
호주달러 규모의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ASEAN Futures Initiative)’를 채택
했다.

표 4-14. 아세안ㆍ호주 주요 정상회의 선언문 개요
연도

2014

2016

2018

개최

미얀마

라오스

시드니

싱가포르

화상회의

화상회의

제목

40주년

1차 격년회의

특별
정상회의

비공식
조찬회의

2차 격년회의

1차
연례회의

주요
∙ 전략적동반자 ∙ 아세안공동체
협력
∙ POA 2015~19 ∙ 특별정상회의
의제

∙ 시드니선언
∙ 15대협력과제

2020

2021

∙ 포괄적전략적
∙ 아세안 중심성 ∙ Covid19 대응
동반자
∙ 북핵ㆍ남중국해 ∙ 회의연례화
∙ 아세안 미래
∙ POA 2020~24 ∙ AOIP 협력
이니셔티브

자료: 각 선언문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호주와 아세안의 협력 관계 발전은 양측 협력 관계 의제를 담은 행동 계획
(PoA)의 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호주ㆍ아세안 PoA는 이행 기간별로 1차
PoA 2008~2013, 2차 PoA 2015~2019, 3차 PoA 2020~2024로 추진되어
왔다. 1차 PoA는 외교ㆍ경제ㆍ사회문화 부문의 기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
으며, 2차 PoA는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을 염두에 둔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포함해 금융ㆍ운송ㆍICTㆍ에너지 등의 협력 의제가 추가되었

248) AOIP 4대 우선협력 분야는 ① 해양협력 ② 연계성 ③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④ 경제 및 기타협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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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PoA에는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다부문 교차 협력(Cross sectoral
collaboration) 등과 같은 신규 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아세안의 대외 협력 수
요가 높은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관련 협력 의제를 세분화ㆍ구
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표 4-15. 아세안ㆍ호주 행동 계획의 주요 내용(2~3차)
2차 POA 2015-2019: 27항목

3차 POA 2020-2024: 26항목

1. 정치안보협력: 5항목(세부 35항목)

1. 정치안보협력: 5항목(세부 29항목)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정치대화
안보대화
거버넌스
해양협력
비전통안보

EASㆍARFㆍ장관급ㆍ의회 등 7항목
ADMM PlusㆍARFㆍ비확산 등 6항목
투명성, 반부패ㆍCSR 등 11항목
항해의 자유ㆍ비폭력ㆍ구조 등 3항목
초국경범죄ㆍ마약ㆍ지뢰 등 8항목

정치대화
안보대화
비전통안보
해양협력
거버넌스

정상회의ㆍEAS 등 5항목
ADMM PlusㆍEAS 등 6항목
초국경범죄ㆍ국경 등 8항목
항해의 자유ㆍ해양협력 등 3항목
인권ㆍ반부패 등 7항목

2. 경제협력: 10개 항목(세부 38항목)

2. 경제협력: 7개 항목(세부 35항목)

2.1 AANZFTA
2.2 경제통합
2.3 금융
2.4 운송
2.5 ICT
2.6 에너지ㆍ자원
2.7 관광
2.8 개발격차
2.9 임업
2.10 농업

2.1
2.2
2.3
2.4
2.5
2.6
2.7

FTA 이행ㆍAADCP II 연계 등 8항목
경제장관회의ㆍRCEPㆍG20 등 12항목
무역금융ㆍ자본시장 발전 등 5항목
운송 및 물류 교류
ICTㆍASEAN ICT Master Plan 2015
신재생에너지ㆍ청정석탄 등 4항목
자격증 상호인정ㆍ관광포럼 등 3항목
IAI Work Plan IIㆍAADCP 등 2항목
온실가스 배출 관리
농업 역량 강화

FTAㆍRCEP
경제통합
금융
ICT
에너지 자원
농림업
과학기술

FTAㆍRCEPㆍ중소기업 등 9 항목
경제장관회의ㆍAEC 등 12항목
무역금융ㆍ자본시장ㆍ조세 등 3항목
디지털 전환 등 3항목
신재생에너지ㆍ청정석탄 등 3항목
역량 강화ㆍ토양ㆍ수자원 등 4항목
다부문 교차협력

3. 사회문화협력: 7개 항목(세부 33항목)

3. 사회문화협력: 7개 항목(세부 40항목)

3.1
3.2
3.3
3.4
3.5
3.6
3.7

3.1
3.2
3.3
3.4
3.5
3.6
3.7

재난관리
교육ㆍ인적교류
보건
과학기술
환경
스포츠
예술문화

재난관리ㆍEASㆍAHA센터 등 5항목
고등교육ㆍ상호인증ㆍICT 등 13항목
정보교환ㆍ연구ㆍ말라리아 등 4항목
R&Dㆍ학자 교류ㆍ연구소 등 4항목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등 4개 항목
스포츠 행사 개최ㆍ훈련
예술문화 협력ㆍ교류 등 2개 항목

재난관리
교육
인적교류ㆍ스포츠
사회통합ㆍ젠더
보건
환경
기후변화

재난 관련 협약ㆍ인권 등 3항목
상호인증ㆍTVET 등 6항목
청년ㆍ봉사ㆍ선수 교류 등 7항목
이주노동ㆍ여성ㆍ젠더 등 8항목
정보ㆍ연구ㆍ말라리아 등 8항목
생물다양성ㆍ수자원ㆍ연무 등 5항목
기후변화ㆍ인프라 등 3항목

4. 연계성: 5개 항목(세부 18항목)
4.1
4.2
4.3
4.4
4.5

4. 연계성: MPACㆍPPPㆍ민간투자 등 4항목

연계성
스마트시티
사이버안보
IAIㆍNDG
개발협력

MPAC 2025ㆍPPP 등 7항목
ASCN 등 3항목
안전한 사이버 공간 등 4항목
IAI Work Plan III
아세안공동체ㆍSDG 등 3항목

5. 아세안 제도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5. 아세안 제도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6. 이행메커니즘: 펀딩ㆍJCCㆍPOA 보고서 등 3항목

6. 이행메커니즘: 펀딩ㆍJCCㆍPOA 보고서 등 3항목

자료: PoA 협정문을 참고해 저자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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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력 의제 관리 채널인 PoA에 주요 협력 방향을
추가하면서, 역내 미중 패권 경쟁 구조에서 해양협력 및 규범 기반 질서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하지만 아세안은 2019년 AOIP를 통
해 미중 패권 경쟁 구조에서 특정 진영을 지지하기보다는 경제적 협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합류를 요구하는 대신에,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하고 아세안과의 연대
를 위해 AOIP 4대 우선협력 사업 및 ‘아세안 미래협력 이니셔티브(Australia
for ASEAN Futures Initiative)’를 채택했다. 이러한 호주의 AOIP에 대한 지
지와 추가 지원안 채택은 아세안이 AOIP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AOIP와 인태 전략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의도가 반영된 일종의 우회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0. 호주의 AOIP 4대 우선협력 분야 채택을 통한 우회 전략

자료: 저자 작성.

호주는 대아세안 개발협력 지원은 국별 양자 협력과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
로 한 다자 협력으로 추진되어 왔다. 양자 차원에서 호주의 대아세안 ODA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6개 국가에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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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표 4-16]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17~20년 호주의 아세안에 대한 양자
개발협력 지원은 연평균 약 6억 호주달러 규모이며, 이 중 약 절반이 인도네시
아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태평양도서국과 함께 호주에게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의 높은 개발 수요를 반
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호주 3개년 국별 양자 ODA 지원 규모 비교
(단위: 백만 호주달러)

순위

2017~18

2018~19

2019~20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인도네시아

356.9

인도네시아

316.2

인도네시아

255.7

2

캄보디아

87.4

필리핀

85.4

필리핀

63.4

3

필리핀

85.0

베트남

84.2

베트남

57.2

4

베트남

84.2

캄보디아

83.6

캄보디아

43.4

5

미얀마

66.4

미얀마

76.9

미얀마

42.1

6

라오스

42.3

라오스

41.3

라오스

20.6

자료: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9), p. 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1b),
p. 3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아세안 전체에 대한 다자 협력은 ‘호주 아세안ㆍ메콩 개발협력 프로그램
(Australia’s ASEAN and Meko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과 아세안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협력기금인 ‘아세안ㆍ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
(AADCP: ASEAN-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에
의해 추진되었다. 연간 약 4,000만 달러 규모인 아세안ㆍ메콩 개발협력 프로그램
은 아세안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를 감안해 ‘인프라 및 무역’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왔다. 법률ㆍ제도 분야의 개선 수요 또한 높아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
원 비중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보건이나 회복력 강화(Building
Resilience)를 위한 지원 비중은 높지 않았으나 2021~22년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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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아세안ㆍ메콩 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 개요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순위

2021~221)

2019~20

2021~2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프라 및 무역

11.5

36.1

14.6

38.0

14.4

35.6

농수산 및 수자원

3.3

10.3

5.2

13.5

5.4

13.4

거버넌스

12.4

38.9

11.2

29.2

11.1

27.5

보건

-

-

-

-

2.0

5.0
14.6

회복력 강화

2.9

9.1

-

-

5.9

일반 개발협력

1.8

5.6

7.4

19.3

1.6

4.0

총계

31.9

100.0

38.4

100.0

40.4

100.0

주: 1) 예산 초안, 2) 예산 조정안.
자료: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1a), p. 1 참고.

주아세안호주대표부와 아세안사무국 간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AADCP는 아
세안 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경제통합 관련 협력 수요를 고려해 ‘AADCP I
2002~2008’을 거쳐 ‘AADCP II 2009~2022’를 이행 중이다. 호주는 아세안 사
무국과의 협의하에 아세안 경제통합, 역내 개발격차해소를 목표로 소비자보호,
서비스, 농업, 연계성, 금융,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2021년 11월
개최한 제15차 ‘호주ㆍ아세안 공동기획평가위원회(JPRC: Joint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에 의하면 81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말까
지 14개 프로젝트가 이행될 예정이다. 2022년 말 AADCP II 종료 후에는 ‘아세
안 미래 이니셔티브(ASEAN Future Initiative)’로 대체할 예정이다.249) 호주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통해 AADCP(5,7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규모의 1
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예산과 AOIP 4대 우선협력 분야를 포함한 물론 보건ㆍ
범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대동남아 협력은 크게 해양권 동남아와 대륙권 동남아에 대한 협력
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권 동남아와는 해양안보를 포함한 해양협력이, 대륙권

249) ASEAN Secretariat(2021a), p.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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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는 메콩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호주는 자국
의 무역 교통로 확보를 위해 동남아 지역의 해양안보에도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호주는 남중국해 규칙기반 질서 유지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는 한편 동남
아 해양국가들의 해양안보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호주의 가장 중요한 안보협력대상국이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호주
본토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접국이기도 하며, 9.11 이후 인도네시
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확장이 주변 정세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250)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호주의 안보협력도 해양안
보와 대테러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Cassowary’ 연례
해상훈련과 격년마다 이뤄지는 ‘New Horizon’ 해상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
다. 호주는 양자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간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인도네시
아의 해양안보역량 및 해상에서의 구조구난(SAR)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251)
최근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해양협력을 국방ㆍ안보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인도
네시아ㆍ호주 간 해양협력 공동 선언을 위한 이행 계획(Plan of Action for
the Joint Declaration between Indonesia and Australia on Maritime
Cooperation)’을 채택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개 중점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9개 중점 협력 분야는 ① 경제 발전ㆍ해양 연
계성ㆍ청색 경제(blue economy) ② 해양안보 및 해상에서의 초국가범죄 협력
강화 ③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과 어업 관련 범죄 대응 ④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오염 대응 ⑤ 탐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협력 및 재해 재
난 관리 ⑥ 해양과학ㆍ기술 협력 ⑦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과 블루 카본(blue
carbon) 관리 ⑧ 해양 문화 보전 ⑨ 지역ㆍ다자 포럼에서의 대화ㆍ관여 강화
250) Harold et al.(2019), pp. 177-178.
251) Ibid., pp.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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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252)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해양협력 이행 계획은 해양안보뿐만이 아니
라, 해양과 관련한 광범위한 협력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호주는 영연방 5국 방위협정국(FPDA)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대한 안
보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1971년 영국의 동남아 철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꾸
기 위해 설립된 FPDA는 호주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국방역량 강화를 지
원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호주는 FPDA 지원의 일환으로 동남아 해상을
정찰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작전’을 시행해왔으며, 호주 공군의 말레이
시아 주둔은 말레이시아의 정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호주
또한 게이트웨이 작전을 통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253) 또한 호주는 오랫동안 싱가포르 군대의 해외 훈련지를 제공하
며, 싱가포르의 국방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2019년에는 자국 인접 해안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양국이 자국의 상업 선박 이동의 정보를 공유
하는 상선 선적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다.254) 최근 호주는 싱가포르와 안보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산업의 탄소 감축과 해양오염 대응에 대한 협력도 강화 중이
다.255)
이 외에도 호주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
터 ‘Indo-Pacific Endeavor(IPE)’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IPE는 양자ㆍ
다자 훈련과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역량 구축을 통해 호주 주변 지역의 안정
을 촉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호주의 인도주의적ㆍ안보적 기여를 높이
는데 목적이 있다.256) IPE는 호주 해군의 아웃리치 활동의 일환으로, 호주 군
252) “Plan of Action for the Joint Declaration between Indonesia and Australia on Maritime
Coope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3).
253) Yaacob(2021. 11. 27), “Keeping the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 relevant at 50,”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4).
254) Parameswaran(2019. 10. 7), “What’s in the New Australia-Singapore White Shipping
P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4).
255) Austrlian Government(2021), “Australia Partners with Singapore on Hydrogen in
Maritime Sec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4); “India, Australia, and Singapore to
jointly address marine pollution”(2022. 2.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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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3개월 동안 동남아 주요국을 방문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해군 간의 교류
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HMAS 캔버라함과 HMAS 안작(Ansac)함이 아세안 8개국과 동티모르를 방문
하였으며, 700여 명의 군 관계자가 참여했다.257)
호주는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방어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안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호주와 동남아 국가
간의 상이한 입장은 양측 간의 해양안보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미중 간 선택을 피하고 싶은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최근 미국 쪽에 편승한
듯한 행보를 보이는 호주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가 가장 공을 들
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
라, 쿼드와 AUKUS 등 아세안의 역외 협의체가 아세안 중심성을 해칠 것을 우
려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바, AUKUS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 관계가 균열을 맞이할
수도 있다.258)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호주의 2차 방어지대라 볼 수 있는 동
남아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호
주의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호주의 대아세안 협력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 호주도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하
고 있다. 메콩 지역에 대한 강대국 경쟁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5
년 메콩 지역과의 공식적인 협력 채널인 ‘메콩-란창 협력(LMC: MekongLanchang Cooperation)’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LMC 행동 계획을 2018~
256) “Indo-Pacific Endeavour – Indo-Pacific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4).
257) “Australian Indo-Pacific Endeavor 2021 Task Group arrives in Vietnam”(2021. 9. 21),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4).
258) Priyadita and Herscovitch(2021. 11. 8), “Indonesia-Australia: Deeper divide lies beneath
AUKUS submarine rif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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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메콩 지
역과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미국은 2009년부터 ‘메콩하류 이니셔티브(LMI:
Lower Mekong Initiative)’를 통해 메콩 지역에서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협력
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ADBㆍ세계은행ㆍ호주ㆍEUㆍ일본ㆍ뉴질랜드ㆍ
한국 등을 포함한 다자 협력체인 ‘메콩 우호국 회의(FLM: Friends of Lower
Mekong)’를 통한 다자 협력도 주도해왔다. 2020년에는 LMI를 ‘미ㆍ메콩 파트
너십(MUSP: Mekong-US Partnership)’으로 격상하고 약 1억 5,000만 달러
의 재원을 투입해 협력 분야를 경제통합, 비전통안보, 인적자원개발까지 확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콩 지역에서의 미중의 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호주도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호주ㆍ메콩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당초 호
주의 메콩 협력은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Australia’s ASEAN and
Mekong Program)’인 대아세안 협력 채널에 포함되는 형태로 보건ㆍ비즈니
스ㆍ수자원ㆍ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협력을 진행
해왔다. 그러나 호주는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2021년 11월
‘메콩ㆍ호주 파트너십(MAP: Mekong-Australia Partnership)’을 출범시키
며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호주는 MAP 출
범과 함께 약 2억 3,200만 호주달러 규모를 투자해 메콩 지역의 코로나19 팬
데믹 대응 및 맞춤형 협력 정책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호주는 메콩 지역
에 대한 5대 중점협력 분야(① 인적역량 강화 ②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극복 지
원 ③ 무역투자 확대 ④ 수자원 청정에너지 ⑤ 사이버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채택하고, ACMECS, 메콩강위원회(MRC), 메콩 우호국(Friends of Mekong)
등 기존 메콩 지역 소다자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59) 호주의 메
콩 협력이 기존 대아세안 협력 체계하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어오던 방식에
259) 호주외교통상부(DFAT)(2022), “Mekong-Australia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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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MAP라는 대메콩 협력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 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MAP 출범을 통한 호
주의 대메콩 협력 체계 구축은 기존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호주의 대아세안 협
력 체계를 개선하고, 메콩 지역에서의 중국의 BRI를 활용한 메콩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보
았다. 먼저 호주의 경제적 대응을 살펴보면, 호주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 다변화 전
략을 논의해왔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
관학 조사를 통해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양자ㆍ
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외교ㆍ안
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이미 일부 진
전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중국의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
응해 신속히 신규 시장을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이 더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
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2015년 호주 북부의 다윈 항구에 대한 중국의 99년 조차 계약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우려와 국유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 국
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호주 대외관
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호주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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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서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호주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
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육성 전략인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 및 다수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시행 중이다. 호주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이 외에도 최근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
명, 탈탄소 관련 표준(Standard) 수요 증가에 대응해 ISO, IEC 등 표준 관련
기구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방 측면에서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호주의 군사력을 호주 본토와 인접 지역인
동남아와 남태평양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과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호주가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과 회색지대 활동 등이 호주 본토 방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 도입을 통
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
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
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ㆍ영ㆍ
미 3자 안보협의체인 AUKUS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호주는 AUKUS를 통
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
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
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호주는 남태평양과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 협의체와 호ㆍ미ㆍ일 3
자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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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되며, 태평양도서국과 동남아에 대한 자체 이니셔티브도 추진 중이
다. 특히 호주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경계하며, 2019
년 ‘퍼시픽 스텝업’ 정책을 내놓았다. 퍼시픽 스텝업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구 건
설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
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보건ㆍ교육 등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주변국의 팬데믹 대응을 돕고자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태평양도서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의 사회ㆍ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호주는 아세안 지역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
탕으로 동남아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
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내 다양한 해상합동 훈련과 ‘Indo-Pacific
Endeavor(IPE)’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안보역량 강화를 지
원하고 있다. 아울러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심화되자, 2021
년 11월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메콩ㆍ호주 파트너십
(MAP)’을 출범시키고 메콩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강대국에
비해 자체 개발 자원이 많지 않은 호주는 자국의 제1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태
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의 경우 미국, 일본
을 포함한 역내 주요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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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본 연구는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호주가 미중 전략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토니 애벗 총리가 호주의 대중 관계를
‘두려움과 탐욕’으로 묘사하였듯이, 2010년대 초ㆍ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
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의식하면서도 호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호적
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호주 내에서 중국을 ‘경
제적 파트너’보다 ‘안보적 도전자’로 보는 시각이 커지기 시작했다. 호주 정책
결정자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 질서
를 위협할 것이라 경계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
보 활동 위험에 대한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안
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침투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의 인태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역내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렇듯 균열
을 겪고 있던 호ㆍ중 관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는
데,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요청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야기
하였다. 양국 갈등은 통상을 넘어 외교 영역으로도 확대되었으며, 호주의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현재 중국은 호주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국이 되었으며, 호
주정부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자국의 국방력을 대대적으로 강
화할 것을 선언하였다.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AUKUS 결성을
주도하는 등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중국의 경제보복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이냐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2020년 기준 호주의 총상품 수출
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호주산 석탄ㆍ보리ㆍ소고기ㆍ
와인ㆍ목재ㆍ어류ㆍ구리ㆍ설탕에 대한 수입 제재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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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와인 및 보리 수출기업이 지속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
은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중
국에 대한 호주의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호주산 와인과 랍스터의 대중 수출이 최대 99% 감소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보복이 특정 품목의 수출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량은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산 철광석의 대중국 총수출금액이 경제보복 조치
이후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면서, 몇몇 품목의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는 요
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호주 무역투자 상임위는 호주의 무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 중국을 대체할 신규 시장 확보 ② 양자ㆍ다자 무역
협정 추진 ③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④ 경제안보 강화 ⑤ 수출기업 지원의 5
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기 정책 제언은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한 중국 리스
크 축소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광물자원과 농산물 수출
에 집중된 호주경제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호주 무역
제재에 대응한 호주의 신규 수출 시장 발굴은 이미 일부 품목에서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리 품목으로서, 2020년 5월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호주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호주산 보리의 대사우디아라
비아 수출량이 급증하였다. 이렇듯 호주기업은 대중국 수출 감소에 대비해 사
우디아라비아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뿐만 아니라 유럽ㆍ북미ㆍ멕시코ㆍ동남아
시아ㆍ인도 등 기존의 수출대상국과의 교역을 확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
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할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양자ㆍ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해서 체결함으로써, 세계 수출 시장에 대한 호
주의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는 광업과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
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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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펼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복원력 있는 역내 공급망
과 내수시장 구축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호주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
여 확대 외에도, 최근 디지털 전환, 탈탄소 관련 표준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국내
산업의 국제 표준의 채택과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신흥 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260) 자국에 유리한
국제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호주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경제와 국가안보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호주는 자국의 핵심 산업인 광
업과 부동산 자산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는 중국이 호주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이
라는 점을 시사했으며, 호주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 호주 본토 공격에 대한 억지
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인 논란을 초래했던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
발도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호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호주는 자주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기
여함으로써 인태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호주
는 미국, 일본, 인도 등 쿼드 참여국 간의 양자ㆍ소다자 협력을 지속ㆍ강화하는
한편 AUKUS를 통해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영국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호주
는 중국의 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
남아는 호주의 제1, 제2 방어선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호주는 이 지역에 대
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중국
의 인프라 투자는 호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호
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
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아세안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아세안 미
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
260) Le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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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메콩 지
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키는 등 아세안 지역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호주는 자국
의 인접 지역인 남태평양과 동남아에 대한 자체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쿼
드 실무 협의체를 활용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는 호주 내에서 중국을 ‘경제적 기회’보다는 ‘안
보적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더 우세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진핑 주
석 취임 이후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더불어, 호주 내 내정간섭 논란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협은 중국이 역내 안보 질서뿐만 아니라 호주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 위식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코로나19와 중
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 반중 정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중국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보다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외교ㆍ국방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경제보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일
부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
의 위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호주 내 주요 여론으로 굳어지고 있
다.261) 물론 호주가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광석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 수출이 제재 품목의 수출 감소 효과를 상쇄
시켰기에 가능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견딜 수 있는 호주 수출 품목의 경쟁력
과 호주 내 높은 반중 정서를 고려할 때, 중국의 호전적 외교 행보가 바뀌지 않
는 한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1)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 Peter Lee 연구위원 화상인터뷰(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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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 수립 필요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호주와 한국 모두 중국이 최대 교역대상국
이며, 양국 모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으로 대중 수
출의존도가 크게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중 관계가 긍정적일 경
우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큰 경제적인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2020년 중국의
대호주 경제보복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연상시
키기도 했다. 실제로 경제보복은 중국이 타국과 외교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자
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침범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조
치를 취하였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던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가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중국은 2017년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강화와 중국인 한국 관광 통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를 압박
해왔다. 위와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고스란히 일본과 한국경제에 부정
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경우 희토류, 한국의 경우 관광업의 피해가 막
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ㆍ안보 정책 간의 분리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
작했다. 일본은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 내에 경제반을 신
설하며 경제안보 전략을 구체화시켜 왔으며, 2022년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
법(가칭)｣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262) 우리 정부도 미중 갈등을
262) 김규판(202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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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경제와 안보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1
년 11월 외교부 내 ‘경제안보 TF’를 출범시켰으며, 경제외교센터 설립을 예고
하였다.263) 시진핑 주석은 3연임 확정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강한 중국’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자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
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중
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있어 호주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광업과 농수산업 관련 수출 비중이 높은 호주
와 제조업 기반의 상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무역 및 경제 구조는 매우 상
이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
저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자세로 중국에 맞서고 있으
며, 중국이 유화책을 먼저 펼치지 않는 한 양국간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렇듯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크게 ① 대체 불가한 에너지ㆍ자원 ②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③ 통상
위협 대응 조치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만의 ‘대체 불가한 자원’
이 무엇인지 예의 주시하며, 무역 다각화 등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지원책
이 필요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통상위협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조치가 요
구된다.

1) 대체 불가한 수출품 개발 지원
중국의 최대 자원 공급국은 호주이며, 특히 호주산 철광석의 품질과 공급량
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한 경제보복 조
치에 철광석을 포함하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경제보복 조치 초반의 철광석 가
263) ｢내년 외교부 예산 3조 53억 원…보건위기ㆍ경제안보 중점 반영｣(2021. 12.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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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받기도 하였다. 결
국,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는 철광석과 같은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7년 사드 배치의
경우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입 제재를 시행하지 못한 측면에서, 한국
에게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품목은 반도체이다. 다만 중국의 자국 내 반도
체 기술 발전과 중국의 대만기업 등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서 한국 반도체의 희소성이 어느 정도 줄어든 현상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반도체 외에 중국의 경제 제재를 상쇄할 수 있는 핵심 품목이 무엇인지를 고
민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상품이나 기술력을 통해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수 있
을지는 본 연구의 목적 밖의 연구이지만, 분명한 점은 호주의 사례에서 보았듯
이 중국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기술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고, 이에 대한 투자와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2)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에 대한 지원
호주산 와인이나 보리처럼 우리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는 쉽게 대체가 가
능한 품목이 존재한다. 호주의 보리 수출기업이 이번 호ㆍ중 갈등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신수출 시장을 개척한 사례와 이전 무역대상국인 인도ㆍ남미ㆍ
유럽 등을 상대로 상품 수출을 증가한 사례를 보았듯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
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부 품목의 무역 다각화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물론
중국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국가나 지역이 많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대체 가능
한 품목의 상품 수출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 중국 이외의 국가나 지역과의 수출 네트워크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
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적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먼저 나서 수출 대
체국을 찾거나 신시장을 개척한 후에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따라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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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존도를 감소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한국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을 대체할 소비 시장으로 아세안과 인도가 꼽히고 있으며, 특히 미
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세안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무역 다각화 정책을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와의
무역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물론 호주의 예와 마찬가지로, 아
세안ㆍ인도와의 교역ㆍ투자 확대는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선행되고 이를 정부
가 뒷받침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를 특정한 첫 대외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세안과 인도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현지의 기대도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이 다져온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ㆍ인
도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남방정책 추
진 당시 신남방국가들과 합의된 각종 MOU와 주요 이니셔티브들을 이행ㆍ강
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통상위협 대응 조치 마련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
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디커플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의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는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이다. 즉 중국이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경제의 유연성(flexibility) 또는 복원성
(resiliency)을 기르는 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뿐만 아
니라 유럽연합(EU)도 최근 호주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통상위협 대응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없이 유럽연합 자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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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통해 중국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데에 배경을 두고 있다. 상계관
세 부과, 비관세 장벽 강화, 투자 제한 등을 통해 맞대응 방식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중국인 투자 제한 조치 외에는 중
국을 직접 겨냥한 맞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신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
국의 제재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호주의
사례와 호주의 사례를 주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만의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한ㆍ호주 관계에 대한 함의: 한ㆍ호주 협력 기회 확대
최근 호ㆍ중 관계 악화에 따른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
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경제ㆍ국방ㆍ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우호적인
관계를 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호주는 중견국이라는 정체성 공유
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누리진 못했다.264) 그러나 미중
경쟁 심화는 양국이 서로를 불확실한 대외환경을 극복할 대안적 파트너로 인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이는 최근 양국 관계의 격상으로 이어졌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
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국방
과학, 사이버ㆍ핵심기술,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265) 2020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제3대 수출국으로서,266) 광물 등
의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이 한국의 대호주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67) 한국은 호주의 수소 에너지 수출을 모색할 유망 국가로 꼽히기도 한
264) Flake(2020), p. 94.
265) 외교부(2021. 12. 14), ｢한ㆍ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1. 11).
266) UN Comtrade(검색일: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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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호주에 있어 한국은 자국의 대중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아울러 호주가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대대적
인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도 한ㆍ호 협력 확대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호주 대외정책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의
미이다.
한국 내에서도 호주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는 희토류 등 한
국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
추고 있는바, 한국이 공급망 재편을 위해 협력할 최우선 국가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
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쿼드, AUKUS의 참여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있는 행위자(player)로 부상하였다. 한국도 2017년부터 아세안ㆍ인도
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를 확대해왔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ㆍ인도와의 양자간 협력을 넘
어, 미국, 호주, EU 등 주요국 인태 전략과 소다자 협력을 모색하며 인태 지역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이렇듯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호주가 양자 협력의 범위를 인태 지역협력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었으며, 한ㆍ호주 간 인태 지역협력 확대는 2021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특히 호주는 쿼드의 참여국으로, 한국이 역내
공공재 제공과 관련해 쿼드와의 연계 협력을 모색하는 데 협력을 도모할 중요
한 국가이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를 비롯해 한국의 역내 역
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
다.268)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쿼드를 중심으로 인태 지역협력을 강화해나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쿼드를 통해 촉진될 인프라, 기후변화, 보건, 핵심기

267)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1).
268) ｢외교부 “쿼드 국가와 코로나ㆍ기후변화 등 사안별 협력 가능”｣(2021. 4.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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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이버ㆍ우주 협력 등은 한국의 국익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사
안에 따라 쿼드 실무 그룹과 유연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 경
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호주는 미국과 더불어 한국과 쿼드 간의 연계 협력을
이어줄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중요
한 파트너이다.
물론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중국에 대한 한ㆍ호주 간의 상이한 인식
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호주는 한국이 미국 주
도의 대중 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원할 것이다. 반면 한국으로서
는 대중 견제 전선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도 호주 국가안보 이익에 기인한 만큼, 서로의 핵
심 국가 이익을 존중하되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한ㆍ호주 경제협력 확대
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한ㆍ호주 협력 방향 설정
최근 호주의 강경 대응은 중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직접적으로 위
협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일각에서는 호주가 호ㆍ미 동맹 강화를 위
해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269) 호주도 철저한 계
산하에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참
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을 의식해 호주 본토에 미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주저해왔다.270) 최근 AUKUS 출범과 함께 호주가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 강화에 동참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AUKUS 또한 호주가 미국의 대
중 견제 압박을 수긍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호ㆍ미 동
269) Medcalf(2019), p. 111.
270) Carr(2021),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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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을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미국은 AUKUS로 결성을 계기로 호
주가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호주가 미국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확
실하지 않다.271) 향후 호주의 대응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가 아닌, 현재 최대
국가 위협으로 꼽히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대
중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으로부터의 위
협을 인식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해는 한국에도 분명한 안보 위협
이 되고 있다. 중국 해군 또한 서해안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종종 침해하면
서 동중국해에서도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호
주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한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의 최
인접국이다. 반면 호주는 중국 본토와 훨씬 떨어진 대양주에 위치해있다. 한국
이 호주보다 중국의 직접 공격으로부터 훨씬 취약성이 높다는 의미이다.272) 따
라서 한ㆍ호주 간의 협력 확대 시 양측 간의 핵심 이익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의 차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한국도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현상변경 행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 국제법 존중,
규칙기반 질서 등을 촉구해야 하는 중견국의 위치에 있으면서, 국제이슈에 대
해 원칙에 기대지 않고 선택적 대응을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는 호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외교 다변화를 꾀하

271) Curran(2021. 9. 20), “Could the AUKUS Deal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China—And
Yet Come at a Real Cost to Austral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0).
272) 이재현(2021. 8. 9), ｢미중 경쟁과 호주의 전략적 이해｣, KIEP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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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동남아, 인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대외
정책 방향이 포용적인 다자질서 구축임을 명확히 하고, 같은 중견국으로서 호
주와 함께 역내 다자질서 회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한ㆍ호주 경제협력 기회 확대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는 경제다각화 측면에서 한ㆍ호주 관계에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강경한 자세로 중국을 상대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갈
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간 외교적 노력으로 이번 갈등이 매듭을
짓게 되더라도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
중국 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한국도 대중 경제의존도를 완
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양국이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에 협력할 분
야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협력이다. 반도체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수요가 증
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희소금속 수급에 한국과 호주의 협력이 중요시된다. 한
국의 경우 희소금속 중 하나인 희토류 수입의 90% 이상이 중국산인 점을 고려
할 때,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때마침 호주기업은 중국 리스
크 감소를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
국내에 호주 자원기업 생산기반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호주 희토
류 생산업체인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가 충북 오창에 희토류
가공 공장을 짓고 2024년까지 한ㆍ호주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
을 밝힌 바 있다.273) 이러한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빌려, 한국의 지속적인 기
술 개발과 다양한 자원기업 유치 전략을 통해 호주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방
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핵
273) ｢“내년 충북 오창에 공장 짓고 한국에 희토류 공급하겠다”｣(2021. 10.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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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핵심 광물 제조업 부문
에서의 협력 의지를 교환하였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
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한ㆍ호주 양국간 핵심 광물 개발협력은 호주의 제
조업 현대화 전략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중국의 원자
재 공급처로의 입지를 탈피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Resource
Technology & Critical Minerals Processing)’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은 이미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한 상생 협력 사례를 구
축한 바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호주와의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문
에 대한 협력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양국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수소기술 개발과 호주의 수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양국은 2021년 10월 G20 회의 계기에 ‘한ㆍ
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고, 수소기술 협력을 포함한 저탄
소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주는 수소 에너지 분야에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부 차
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측 간의 협력 수요가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한ㆍ호주 수소 산업계 간 대화와 대학 간의 연
구개발(R&D) 협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과 수소 산업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촉진이 필요
하다. 제3장에서 살펴본 호주의 투자국별과 투자대상국별 비중 추이를 보면 한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각각 0.8%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양국간의 투자 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투자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한다. 가능성이 큰 분야는 앞서 언급했던 에너
지ㆍ자원 투자 외에도, 한국 금융기업의 호주 인프라 이니셔티브 지원 관련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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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이 있으며, 디지털, 스타트업, 연금 관련 투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
만 호주의 다양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긴 하지만, 한국기업과 개인 투자자들
도 금액과 무관하게 호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기업들에는 투자
의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공감대 형성
및 투자 관련 지원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 영역에 걸치기는 하지만 K9 자주포 수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방
산협력도 한ㆍ호주 간 유망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선진 무기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
자할 계획이다. 미국 무기와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할 때, 미국 동맹국인 한국산
무기는 호주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2+2 채널과 방산업계 간
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호주의 방산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우리 방산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호주는 군비증강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방산 제조업 역량도 제고시키려 하는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기술 개발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ㆍ호주 협력 방향
한국은 지난 4년간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
해왔으며, 신남방정책은 한ㆍ호주 협력의 범위와 외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주의 인태 지역협력은 태평양도서
국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호주의 독립적인 이니셔티브 차원에
서는 아세안보다 태평양도서국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최인접국인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협력을 우선순위로 하되, 아세안에 대해서는
쿼드를 중심으로 한 소다자 협력과 제3국과의 연계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아세안 개발협력 지원에 대한 호주의 부담은 줄이면서,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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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호주의 관여를 지속ㆍ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호주가 쿼드 참여국 외에 아세안에 대한 연계 협력을 모색할 유망 파
트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양자 협력을
태평양도서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는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협력국으로 선정해볼 수 있
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MIKTA의 회원국으로서, 3자 간 협력 강화는 중
견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최근 AUKUS 출범
으로 인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관계가 불편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ㆍ호
주ㆍ인도네시아 간 3자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호주는 일찍이 자국의 인태 지역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 협력 방안을 타
진해왔으며, 2021년 한국과 호주는 ‘한ㆍ호주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
역내 백신 협력 증진 △ 메콩 유역의 물 관리 △ 인프라ㆍ금융협력 △ 해양안보
증진 협력에 합의하였다.274) 양국은 2021년 6월에는 ‘한ㆍ호주 아세안 백신 포
럼’을 개최하고 인태 지역의 백신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
다.275) 이제는 이러한 협력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이행 계획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먼저 ‘한ㆍ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정례화 등을 포함해 아
세안 협력에 대한 한ㆍ호주 간 정례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점협
력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 혹은 정례 포럼을 만들어 양국간의 민관학 전문가
들이 함께 모여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개최한 ‘한ㆍ호주 아세안 백신 포럼’, 2021년 12월에 발족한 ‘한ㆍ호주 사
이버ㆍ핵심기술 정책협의회’와 같은 교류의 장을 다른 협력 분야로 확대해나가
야 한다. 아울러 협력대상국의 수요 파악과 평가를 위해 아세안 측 전문가들도

274) 외교부(2021. 2. 25),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간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ㆍ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2. 27).
275) 외교부(2021. 6. 29), ｢｢한ㆍ호주ㆍ아세안 백신 포럼｣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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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ㆍ호주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국간 상호 이해가 닿는 교집합 분야의 협
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프라 개발은 양국 모두 관심이 높
은 분야이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설립, 한ㆍ아세안금융협력센터 설립, K-City Network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해왔다. 호주는 아세안에 대
한 자체 인프라 개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ㆍ일ㆍ호 3자 협력
과 쿼드 협의체를 통해 인프라 협력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모두
중국, 일본과 같은 거대 개발 자원을 동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고
려할 때, 한ㆍ호주 간 인프라 협력은 양자간의 협력보다는 미국, 일본, 다자개
발은행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한ㆍ호주 양자 협력
추진 시에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PPP 개발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먼저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 후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호주는 이미 미ㆍ일ㆍ호 3자 인프라 협
의체와 쿼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호주가 한국과 양자 인프라 협력을
추진해야 할 유인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프라 협력의 경우 한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호주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호주와의 협력을 매개로 미ㆍ일ㆍ호 3자 혹은 쿼드 인프라
협력에도 참여할 기회를 엿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의 2025년 공동체 이행의 핵심 추진체계인 ‘아세안 연계성 종합
계획(MPAC 2025)’에 대한 공동 협력도 가능하다. 아세안은 MPAC 2025 이
행을 위한 대화상대국들의 지원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는 아세안의
AOIP와 인태 전략 간의 잠재적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AOIP 4대 우선협력 사
업에 연계성 협력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 또한 연계성 협력을 한ㆍ아세안 정상
회의 차원에서 핵심 의제로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3각 협력 혹은 다각 협
력의 기회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ㆍ호 혹은 더 확대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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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MPAC 협력은 동아시아 역내 다자주의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도할 수 있
는 매개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 증진도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
다. 양국은 이미 2021년 9월 ‘제1차 한ㆍ호주 사이버ㆍ핵심기술 정책협의회’
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사이버ㆍ핵심기술 규범 및 표준 관련 협력과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ㆍ핵심기술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276) 호주는 핵심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국제 표준 채택 논의에 활발히 참
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한ㆍ아세안 산업혁신기구와 한ㆍ아세안 표준화연구센
터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디지털 제도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해왔
다. 중국이 자국의 5G 기술과 디지털 실크로드를 앞세워 동남아에서 중국 중심
의 기술ㆍ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화웨이의 5G 기술에 대한 종속성 탈피를
위한 오픈랜 도입 과정에서의 기술 개발과 표준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오픈랜
얼라이언스(Open RAN Alliance)’에서의 협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1년
G7 기술장관회의에서도 한국과 호주는 초청국의 자격으로 오픈랜 관련 논의
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국가의 관망적인 입장으로 인해 오픈랜 관련 내
용이 선언문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향후 핵심 의제로 지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향후 오픈랜 채택 논의에서 한ㆍ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표준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역내 협력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호주 모두
싱가포르와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을 맺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표준 정립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아세안ㆍ
276) 외교부(2021. 12. 9), ｢한ㆍ호주 사이버ㆍ핵심기술 정책협의회 출범｣,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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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이버안보협력센터(ASCCE)’를 매개로 한 사이버안보 기술 전수 및
모범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공동 지원할
수 있다.
한ㆍ호주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한 협력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아세안을 국별
이 아닌 지역권별로 나눠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호주는 해양권 동남아에, 한국
은 메콩권 동남아에 집중해왔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 해양국가
에 대한 국별 협력은 심화시켜 왔으나, 소지역권 협력 의제인 해양협력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한반도 정세 상황을 볼 때 아세안
해양협력의 최대 이슈인 해양안보에 협력할 여지가 크지 않았거니와, 남중국해
문제가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슈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도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다자 연합훈련 참여와 퇴역함 기증
등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해왔으나, 주요 강대국의 지
원과 협력에 비교하면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안보 증
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변국의 기대가 커지면서, 한국정부도 아세
안의 해양안보역량 강화에 협력할 방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을 추
진하면서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해양 쓰레기 저감 및 해양오염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호주와의 연계 협력
은 아세안과의 해양협력을 보다 다층화시키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
례로 호주가 인도네시아와 해양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IUU 어업
및 해상에서의 초국가적범죄 대응, 해양안전 제고, 해양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
해 3국이 함께 협력할 방안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대아세안 협력
차원에서 메콩권 국가의 발전과 빈곤퇴치를 지원해왔으나, 메콩 지역에 대한
별도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메콩ㆍ호주 파트너십(MAP)’을 출범시킨 것은 비교
적 최근에 와서이다. 반면 한국은 2011년부터 한ㆍ메콩 장관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2019년에는 한ㆍ메콩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고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해왔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한ㆍ메콩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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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양성 센터, 메콩 유역 물 관리 사업, 지뢰ㆍ불발탄 제거 사업, 산림 협력 등의
사업에 호주의 참여를 독려해볼 수 있다. 특히 호주가 MAP을 통해 코로나19
회복, 물 안보, 청정 에너지, 환경 회복력 구축, 사이버ㆍ핵심기술 역량 강화 등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상기 분야에서 호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
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이며, 호주도 미국과의 긴밀
한 공조하에 자국의 인태 지역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다시 말해 인태 지역협력에
관해서는 한ㆍ호주 간의 양자 협력보다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호주 간 양자 협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한ㆍ미ㆍ호 3자 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부터 시작해서 향후 한ㆍ
미ㆍ호 3자 정책 대화를 정례화시키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이 쿼드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태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번영에 기여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쿼드 실무 그룹과 적
절히 연계하며 협력할 필요도 있다. 한일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쿼드 중심의 인태 지역협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
주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호주로서는 이미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
력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틈새 경쟁력과 호주와의 상호 보완성이
부각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호주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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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ustralia’s Strategic Responses to the US-China
Rivalry and Implications for Korea
Ina Choi, Sunhyung Lee, Jaeho Lee, and Soeun Kim

As former Prime Minister Tony Abbott once admitted, Australia’s
China policy has been driven by “fear and greed,” implying that China
is a source of both economic prosperity and security discomfort. As in
other Asia-Pacific countries, facilitating trade with China has provided
a growth engine for Australia's economy. Up until the mid-2010s,
despite concerns over security threats posed by China’s military
expansion, hard balancing against China did not seem to be an option
for Australia. Australia’s recent moves against China, however, signal
that Canberra has reset its China policy, with an overhaul of it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The shift of Australia’s China policy is
an interesting case to study how the regional order is likely to evolve
in the growing US-China competition. Assessing Australia’s recent
foreign policy is also relevant to South Korea, both in terms of
navigating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and enhancing
strategic ties between Australia and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unravel Australia’s strategic responses to the changing
regional order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
Chapter 2 examines Australia’s strategic interests in the ev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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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rchitecture and how these interests have influenced
Australia’s China policy recently. China’s retaliatory measures in
response to Australia’s calls for inquir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fuele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sides, but Australia-China tensions
have loomed large over the past five years. Beijing’s responses to the
PCA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and persistent gray zone activities
have alarmed Canberra to advocate for rules-based order and closely
align with the United States in countering China’s hegemonic power.
Most notably, high-profile scandals over China’s interference in
Australia’s politics in 2017 led to a series of measures to counter Chinese
influence in the country. In August 2018, Australia took the initiative
in banning Chinese vendors including Huawei from its 5G network over
national security concerns. China’s economic sanctions against
Australia in 2020 reinforced anti-Chinese public sentiment,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the concerns of policymakers in the security
sector are well-received. In particular, the Defense Strategic Update
2020 suggests that China’s military expansion poses a direct threat to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calling for an increase of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an unprecedented large-scale investment in
military forces, Canberra took a step further to initiate the launch of
the AUKUS pact in September 2021, thus allowing Australia to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the past Australia used to be cautious
about ruffling the feathers of its largest trading partner, but a series of
recent moves against Beijing make it clear that security concerns have
overridden economic considerations in Canberra.
Chapter 3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China’s import
restrictions on Australian export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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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volume of
Australian exports to China. The total export volumes of iron ore (not
included in the restriction list) have actually increased, which
counteracted the decrease in total exports of restricted products, such
as beef, wine, and lumber. Hence, China’s import restrictions were not
an effective tool for altering Canberra’s stance towards Beijing. Chinese
policymakers could not expect the offsetting effects of Australian iron
ore, which accounts for over 60% of China’s total iron ore imports.
Nonetheless, this recent economic dispute caused Australia to revisit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overreliance on China as the major
trading partner. Given the volatility of commodity prices, Canberra is
also aware of the limits of relying on natural resources as the main
safeguard against Beijing’s retaliatory actions. Consequently,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exploring ways to reduce
economic reliance on China, mostly via trade and investment
diversification.
Chapter 4 assesses how Australia is responding to China’s growing
influence on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s. First, in
response to the growing economic threat from the overreliance on
China, Australia is experimenting with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rade and investment diversification. Recommendations from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Growth of Australia
include 1) a “China Plus” or “China And” type approach to open new
export markets; 2) market liberalization via bilateral or multilateral
FTAs; 3) upgrading manufacturing processes; 4) prioritizing national
security in trade policies; and 5) strengthen support for export
industries and their associated businesses. As evidence of thes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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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fication efforts, Australian barley exporters found a new
destination in Saudi Arabia, away from massive Chinese tariffs.
Moreover, Australian policymakers are being cautious with the large
influx of Chinese investment into their mining and real estate industries.
Recommendations from the parliament include 1) establishing national
security guidelines, 2)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subject to a review for national interests (i.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mendment Regulations 2020), 3) providing incentives for
domestic investment, and 4) supporting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ies. Similarly, Australia’s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
intends to create competitive and resilient domestic industri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are at the forefront of achieving the
aforementioned initiatives to diversify trade and investment, away from
China’s influence. Australia aims to conduct over 80% of global trade
via FTA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Indo-Pacific centric
multilateral FTAs. Furthermore, Australia is heavily involved with
setting a global technology standard in an era of the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reflecting its interests in national security
and the Indo-Pacific region.
Second, in response to the growing regional security threat from
China, Australia has embarked on its largest military build-up for
decades. Based on a new defense strategy outlined in the “2020 Defense
Strategy Update,” the Australian government resolved to accelerate
military transformation to enhance its self-defense capability.
Australia has also strengthened defense ties with US allies and strategic
partners, playing a part in consolidating the US-led security
cooperation network. Apart from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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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Canberra managed to conclude the AUKUS agreement, which
allows it to acquire a variety of advanced weapon technologies
includ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The AUKUS partnership has
also enhanced security commitments by the US and the UK to the
Indo-Pacific region, which suits the interest of Australia. Third, sharing
concerns about China’s hegemonic role in the region, Australi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regional efforts to counterbalanc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ustralia is particularly wary of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he South Pacific and Southeast Asia, where
Australia’s most direct strategic interests lie. Accordingl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Australia has sought to sup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Pacific Islands and enhanced its
bilateral engagement with Pacific states through the “Pacific Step Up”
initiative. In regard to ASEAN, Australia newly launched the ASEAN
Future Initiative in 2021 with an emphasis on maritime security,
connectivity, SDG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In
consideration of the strategic value of the Mekong region, Canberra
has also launched a new partnership with the Mekong region called the
ASEAN-Mekong Program (MAP).
Based on the analyses above, Chapter 5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Korea needs a preemptive strategy to ease the negative
effects of China’s potential economic sanctions. Australia could fight
through the negative effects via its irreplaceable commodities and trade
diversification efforts for replaceable products. Analogous to Australia,
Korea needs to secure leverage over critical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explore alternative export markets, all along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Faced with China’s heavy tariffs, Australian b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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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found new export destinations, then the Australian government
followed through with additional support. This example showcases
how the Korean government can also support businesses to expand
export networks. Second, as Australia searches for new economic
partners, Korea should renew economic relationships with Australia.
Namely, the most workable area for the Korea-Australia cooperation
is the supply of rare earth minerals. For instance, Korean companies
can increase investment in Australia’s natural resources sector, while
Australian companies can build an integrated rare earths refinery in
Korea. As Australia develops future battery and critical minerals
industries strategies, the Korea-Australia cooperation can extend to
operations in the downstream sector, which would contribute to
diversification of value chains for critical technologies.
Third, given Australia’s commitments to regional development in the
Indo-Pacific, Korea needs to enhance its partnership with Australia for
the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 Southeast Asia,
where the two countries’ strategic needs converge. At the country level,
Indonesia can be prioritized in pursuing bilateral partnership since
both countries have enjoyed deep bilateral cooperation with Indonesia.
At the ASEAN level, Seoul and Canberra need to jointly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 2025)
and strengthen cooperation on cyber, digital and technology standards
in which both countries have a competitive edge. In addition, as both
countries closely work together with the US in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more active trilateral dialogue between Korea,
Australia and the US should be carried out on a regular basis to enable
effectiv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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