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보 22-17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am Olsen,
Taiwan is Next – and the West Must be Prepared
3 March, 2022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국경에 20만명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이웃의 생존권 부족을 일축하며 현장
을 조성하였다. 그는 공격 명령 3일전인 2월 21일 ‘우크라이나는 고유한 국가를 가진 적
이 없다’ 고 선언했다. 머뭇거렸던 시작 이후 서방과 그 동맹국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일
주일 채 되지 않아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봉쇄되었다. 민주주의 국
가는 독재 정권에 반격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러 제재 자체는 잘했지만 다만 이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 러시아 경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스페인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금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경제
적 초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이웃에 대해 똑같이 적대적인 의도를 표명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서방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
로 점령하려 할 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푸틴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계획은 분명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집권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배교했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통제할 계획이라
고 반복하여 선언했다. 2021년 10월 시 주석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 중국 공산당 건국 100
주년 기념식에서는 베이징의 야망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서트릴 것’ 이라고 말
했다.

대만을 굴복시키는 것은 이제 국가 지도부의 목표와 너무 얽혀 있다. 정책으로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대만인의 1%만이 지금 당장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고 73%는 중국에 대항해 자신의 섬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 관련 학자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가을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뒤 이 섬
을 점령하려는 계획이 올해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베이징
지도부가 인민 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무장통일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중국이 침략하게 된다면 영국과 서방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컴퓨터 칩이 있으며 컴퓨터 칩 산업 중심에는 대만의 TSMC가 있다. TSMC는
반도체 제조의 세계 시장 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의 회사 중 4개
가 대만에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마이크로 칩의 92%가 대만에서 생산되는
셈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덕분에 반도체 공급망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공급 부족이 극
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급 부족으로 2021년 자동차 사업에서만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영국의 자동차 생산은 6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제적인 통
일 시도는 코로나 19로 입은 피해보다 더 큰 규모로 칩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고 이로 인
해 서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워싱턴, 런던, 브뤼셀 그리고 도쿄의 문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그
들이 취하는 어떠한 징벌적 행동이 목표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민 공화국은 세계 제조업의 약 28%와 세계 상품 교역의 18%를 차지한다. 전 세계 공
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는 모든 조치는 기념비적인 규모의 상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은 과도하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14억 인구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단체로 분할될 가능성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폭스바겐, BMW, 나이키, 아디다스, GM, 텍
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브랜드들은 영국 은행 HSBC와 스탠다드 차터드처럼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서방과 동맹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지배에 대해 조치를 취하
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일정이 맞다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들의 경제문제를 정리하고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충분하다. 대체 반도체 산업
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서방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과 서방 사이에 완전한 분리는 있을 수 없다. 대신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중국에 대한 노출을 시급히 살피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자를 처벌
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서방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갈등의
위협이 다가오면서 역사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친
절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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