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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G2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가는 대미국, 대
중국 관계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정치ㆍ안보 및 경제 분
야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시각을 공유하
고 있다. 반면에 EU는 대중국 관계에서는 중국을 협력 또는 경쟁 상대이자 라이벌
로 규정하면서 기후변화, 다자무역규범 등에서는 협력을 추구하고, 경제 분야에
서는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등 미국을 대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
고 있다. EU는 대미국, 대중국 관계의 경로의존성과 유럽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유럽의 강점과 가치 등을 종합하여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개
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미ㆍ중 갈등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미국 관계는 동일한 문명권으로서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를 기반으로 한다. 대서양주의는 민주주의와 서구
문명의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동맹’의 형성으로 구체화되어 1949년에 NATO가 출범
하게 되었다. 전후 유럽질서의 형성은 미국 주도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으
로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재건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국가들 간의
대립은 미국과의 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영국 중심의 ‘대서양주의’와 유럽질서
구축을 유럽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프랑스 중심의 ‘유럽주의’ 간의 갈등으로 표
출되었다. 이후 탈냉전시대에는 유럽-미국 관계에서 대서양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유럽국가들 간의 자율적 협력이 확대되면서 유럽주의가 부상했다. 그
러나 그 후 유럽-미국 관계가 ‘경쟁적 공생관계’로 구축되면서 대서양주의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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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주의의 대립이 영국ㆍ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2017년
1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대서양동
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경제관계에서 미국과 EU는 각각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전 세계
GDP의 42.7%, 무역의 29.1%를 차지하며 상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역과 투
자 상대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16년 양측은 FTA 협상을 진행하였지
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었고, 보호무역 조치가 등장하면서 양자간
통상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AIIB)의 설립을 주도했고, 많은 유럽국가가 동참하면서 EU와 중국 간 관계
가 증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후 미ㆍ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은 2018년 7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하였고, 통상 분야
에서 대중국 견제에 공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럽의 대미국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
정부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유럽인들은 미국에 대
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써 유
럽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
적 인식으로 바뀌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서양 동맹관계가 악화일로
를 걷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변화 시도가 바이든 행정부에 넘겨지게 되었다. 바
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내에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달라졌
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였고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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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중국을 패권국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바이든 취임 이후 실시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등하였고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시스템과 민주주
의 모델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
각은 예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EU 공동체 차원에서 유럽-중국 관계는 1975년 유럽공동체(EC)와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되었고, 양측은 통상 및 경제협력, 정치대화, 환경
대화, 정상회담, 인권대화 등의 영역에서 정례화된 대화 및 협력관계를 구축했
다. 비록 유럽 각국별 차이는 있으나, 2000년대 중후반까지 유럽과 중국은 비
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0년 전후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 유럽에서는 대중 정책의 면면을 숙고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산하
였다. 특히 유럽의 대중국 인식이 변화한 계기는 미ㆍ중 갈등과 코로나19의 확
산이다. EU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인 동시에 체제적 라이벌로 명시하였고,
이에 다면적 관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중국과
의 경제 및 투자협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중국의 과도한 팽창주의와 인권침해
등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유럽-중국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 경제가 고속성
장을 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그 결과 EU와 중국은 상호
간에 제1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20년 1,80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했다. 투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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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대유럽 투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2017년에는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대EU 투자가 EU 기업의 대중국 투자 규모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의 대
EU 투자는 핵심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EU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과
양자투자협정 체결을 재촉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EU 및 회원국의 대중 인식은 연합 및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
럽시민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대
중국 무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다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중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향후 변화할 소지가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이며, 부정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EU의 확장 및 회원국 추가 가입 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지속될 것인지는 의문
이다.
전통적으로 EU 외교의 특징은 힘에 기반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방식과
달리 다양한 행위자들과 적극적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주의적 외교 방식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환경, 인권, 기후변화 등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EU는 ‘전략적 자율성 강
화’를 내세워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 국방, 산업, 기술 등 전방위 차
원에서 실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대서양동맹
과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바
이든 행정부하에서도 미ㆍ중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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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단절된 대서양 동맹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면서도 호주, 영국
과 대안적 동맹관계를 새로이 창설하면서 유럽국가들에 경종을 울렸다. EU는
이에 미국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겠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슈별 다면적 노선을 택하겠다는
태도인데, 무역과 투자는 적극 협력하나 보조금과 불공정행위 등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안보와 경제가 결합하면서 국가간의 갈등이 부각되는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가 표방하는 개방적 자율성은 고도의 조정과 고민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유럽의 대미국, 대중국 전략은 한국의 외교ㆍ통상정책에
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ㆍ중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됨에 따라 한국 외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가치에 기반을 둔 끈끈한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중요한
지정학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교 분야에서 한-미 관계
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속에 가치와 현대사의 굴곡을 공유하는 한-미 동
맹에 뿌리를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관계 설정과 관계발
전을 통해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중국은 가치와 정치체제 부분에서는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 대상이나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지정학적인 중요성에서는 중요한 협력 대상임을 부정할 수 없
다. 또한 한국은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 적절한 이슈를 발굴하
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규
범 중심의 국제관계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분야에서는 경쟁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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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적 우위 외에도 통상정책, 노동 및 환경규제 등과 결합한 형식으로 전환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통상정책에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는 것은 대중국 견제의 방안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FTA
에 기초를 둔 전통적 통상정책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을 둔 공
공외교와 기업 단위의 CSR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 또는 복원 계획에 양자 경제협력, 한국 기업의 현
지법인 등을 통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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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ㆍ중 갈등과 분쟁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었지만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더욱
이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발원 책임론이 제기되면
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미ㆍ중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
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심화는 한국과 유럽 모두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
다. 왜냐하면 둘 모두는 미국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
국과는 긴밀한 경제적 이익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ㆍ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유럽은 동맹의 가치와 이익 사이의 딜레마라는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어떠한 대응 또는 전략적 선택으로 미ㆍ중 갈등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까?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12월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으로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힘의 이동, 양자간 긴장, 일방적 경향성
에 의해 시험을 받아왔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당선인의 승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유능한 EU 및 새로운 지정학적 경제
적 현실과 결합해 우리가 공동의 가치, 이익 및 세계 영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새로운 범대서양 의제를 구상할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제공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1) 유럽의 이러한 시각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동맹 복원 및 국제사회 규범 준수 정책은 미ㆍ중
갈등 구도를 다자적 민주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전환하여 이끌 수 있을 것인가?
EU는 미ㆍ중 갈등 시기에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미국과 함께하
며 연합 차원 및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 2020년 유럽의회
1) European Commission(2021c), “EU-US: A new transatlantic agenda for global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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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rliament)의 문건에 의하면 EU는 중국을 여러 다양한 정책 분
야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상대국으로 구분 짓고 있다. EU는 중국을 EU가 밀접
하게 목표를 조율한 부문에서의 협력 파트너(a cooperation partner)이자 이
해의 균형을 찾기 위한 협상 대상자(a negotiating partner), 기술 리더십을
추구하는 경제적 경쟁자(an economic competitor) 그리고 체제적 경쟁자(a
systemic rival)로 구분하였다. 즉 EU는 체제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인권 등
국제사회 규범을 받아들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EU와 주요 회원국은 미ㆍ중 갈등 이슈와 아시아 문제에 적극으로 참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미ㆍ중 간 대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NATO 및 EU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트
럼프 행정부에서 균열이 가게 된 대서양동맹을 복원하면서까지 유럽국가들과
의 공조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후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직면해서 어떠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 어떠한 협력으로 이에 대응해나갈까? 이러한
질문은 이 연구에서 천착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다.
가장 먼저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ㆍ
경제ㆍ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유럽-미국 간 양자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 작업을 통해 미ㆍ중 간 갈등에 직면한 현재 그동안의 유럽과 중국 양자
관계를 살펴보고 유럽이 어떠한 기저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의 위협
에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 양자관계를 분석하는 데 선행
해야 할 근본적 질문이 있다. 대서양관계는 공통의 가치와 문명에 기반을 둔 가
치 지향적인 동맹관계인가, 아니면 상황과 이해에 따른 전략적인 협력관계인
가? 이 질문은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유럽과 미국이 어떠한 동맹관계로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와 같은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체제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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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견제에 무조건적으로 편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과 EU, NATO를 중
심으로 대미국ㆍ대중국 관계 및 인식을 역사적 측면에서 먼저 고찰해보고, 다
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유럽이 미국 및 중국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설정
하여 대응해 나갈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ㆍ중 간 갈등에 따
른 EU의 대응방향을 조망해보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외교ㆍ안
보적 대응전략과 통상 분야에서의 대응을 도출하게 된다.

2. 선행연구와 차별성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된 미ㆍ중 갈등이 증폭되며, EU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
하게 되었다. 이에 미ㆍ중 갈등에 대한 압도적인 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의 연루, 외교적 대처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미ㆍ중 갈등
국면에 대한 EU의 대응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서로는 Scott Brown(2017)의 “Power, Perception
and Foreign Policymaking: US and EU Responses to the Rise of China”,
Cecilia Malmström(2018)의 “Transatlantic Trade in Turbulent Times”,
Jing Men, Simon Schunz(2019)의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China, the EU and the USA: A New Global Order?” Xugang Yu, Mario
Tettamanti(2021)의 “China-US Trade Frictions Shaping New Equilibriums
With The EU And The US: Towards A New Multilateralism Or Tripolarism”,
Janka Oertel(2021)의 “US-China Confrontation and Repercussio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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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 매우 중요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다. 이외에 특히 EU-중국 간 정치적 대화,
통상, 투자 등과 관련하여 양자관계를 다룬 Jing Men(2010)의 “The EU-China
Political Dialogue”와 최근 Alicia Garcia-Herrero, Guntram Wolff, Jianwei
Xu and Nicolas Poitiers(2020)의 “EU-Chin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n Challenging Times,” Claire Nestier(2020)의 “Revisiter le
concept de l’atlantism,” Qing Rühlig(2020)의 “Exposing the Fragility of
EU-China Relations,” Phillippe Le Corre(2021)의 “Europe’s Tightrope
Diplomacy on China,” Xue Qing(2021)의 “How China is Losing Europe”의
사례와 같이 양자관계 또한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ㆍ중 관계와 유럽-중국 관계 등 양자관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유럽-미국-중국 3자 간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이옥연(2016)의 ｢미국-유럽 관계의 변화와 지속에 나타나는
양가성｣, 강수정(2019)의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유럽의
인식: 변화와 분화｣, 김철민(2019)의 ｢중국의 서부 발칸(Western Balkan) 진
출 배경과 사례 연구: ‘C-CEEC’을 중심으로｣, 오태현, 이현진, 윤형준(2021)
의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등 국내 연구서들이 많지만 주로
양자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 유럽-중국 양자관계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전혜원(2020b)은 ｢유럽이 본 중국: 전략적 동반자에서 체제적 라이벌로｣에서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는 유럽의 대중국 태도 변화의
배경을 첫째,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팽배, 둘째, 미ㆍ중 갈등으로
인한 전략적 지형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2) 특히 그는 EU의 대중국 인식이 변
화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주목하였다. 즉 중국이 시장개방을 시작한 이래 유럽
의 대중 유화책은 중국이 통상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는 글로벌 교류를 지속해 유럽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
2) 전혜원(2020b),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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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있었으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중국이 유럽에 대해서도 경제력
을 무기로 공세적 외교를 펼치게 된 것을 EU가 직시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
했다.3)
이와 같은 양자적 입장에서 김현정(2021b)은 ｢유럽안보에 대한 중국 위협
요인과 유럽의 대응｣에서 유럽에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등장한 중국 위협 요인
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중국 위협의 복합적이고 포
괄적인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전통안보 측면에서 개별 회원국이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에 참여하는 등의 특징을 고찰하였다.4) 김시홍(2021)은 ｢유럽연합
의 대외정책: 다극화, 전략적 자율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다극세계에 처한
유럽의 대외 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는 유럽연합이 외교안보 노선의 변
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경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체제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고 보았다.5) 전혜원
(2020a)은 ｢유럽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에서 중국
이 기존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것을 고려할 때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2019년부터 갈등 요소가 명확해지
고 있는 유럽ㆍ중국 관계에도 새로운 측면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6)
이렇듯 미ㆍ중 갈등시대에 유럽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3자 관계에 대한 본
격적인 분석이 국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1년 1월에 출범한 바
이든 행정부가 대서양동맹 회복이라는 기치하에 유럽과의 관계 개선으로 중국
압박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중국과 이웃한 한국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
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 김현정
(2021a)이 ｢바이든 시기, EUㆍ미 범대서양동맹의 복원과 향후 전망: EU 다자
3) 전혜원(2020b), p. 4.
4) 김현정(2021b), p. 61.
5) 김시홍(2021), p. 219.
6) 전혜원(2020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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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략을 중심으로｣에서 EU와 미국이 실재하는 양측의 가장 큰 위협인 러
시아 및 중국에 대해 상호 협력하에 대응하여 다자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7) 관련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좀
더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미ㆍ중 갈등 시기 EU의 대외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국내에서 진행
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글에서 EU가 글로벌 범이슈에 대해 연합
차원에서의 제도적 접근을 강화하는 가운데 세계 안보 영역에 대한 관여의 폭
을 넓히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미ㆍ중 갈등 시기에 유럽이 취
할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서에서는
유럽의 대미국 및 대중국 양자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미ㆍ중에
대해 특히 ①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외정책 변화 분석 및 ② 설문조사자료 분석
을 통해 유럽의 미ㆍ중에 관한 인식 변화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
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다룬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부분은 바이
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ㆍ중 간 갈등에 따른 유럽의 대응으로 유럽의 선택을 예
측, 전망하는 데 있다. 특히 ‘동맹의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유럽의 대중
및 대미관계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주목해본다. 유럽의 대응에 대한 연구 결
과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 나가
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한국 대미ㆍ대중 관계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
한 실용적 방향을 도출해내는 데 함의를 제공할 것임에 따라 선행연구와 이 연
구서의 차별성이 다분히 있다 하겠다.

7) 김현정(2021a),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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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가. 연구방법
이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미ㆍ중
대립을 심도 있게 다루고 미ㆍ중 갈등에 대해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였는지를 추적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
정부와 뚜렷이 구분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두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시기인 트럼프 행정부까지의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 유럽과 중국
양자관계의 기원 혹은 시작과 발전을 살펴보아 기본적인 양자관계의 맥락을 파
악하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과 미국 간 그리고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를
정치ㆍ외교ㆍ안보적 관점과 통상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유럽의 대미 인식
과 대중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속되는 미ㆍ중
대립에서 유럽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분석하는데, 미ㆍ중 갈등 구조에서
유럽이 어떻게 이를 인식하는지와 유럽의 대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입장에서 유럽의 선택이 어떠한지를 제시
함으로써 EU의 대응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문헌조사 분석 방법’을 분석의 중심으로 삼고,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에서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➀ 문헌조사 분석 차원에서는 이 연구의 주제에 따라 역사적인 고찰뿐만 아
니라 유럽, 미국, 중국의 정책 및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다양한
문헌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술저서와 국내의 외교
안보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종연구소와 국외의 EU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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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European Commission),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독일경제전문가협의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유럽연합중국대표부(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 등에
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각종 연구논문 및 언론보도자료,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
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➁ 실증적 분석 차원에서는 이 연구의 기본 접근법인 문헌조사 분석 방법을 보완
하기 위해 유럽의 대미국 및 대중국 인식 분석과 통상문제에 관련하여 유럽ㆍ미국
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외 설문조사자료로
는 유럽의 대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유럽외교협회(ECFR: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및
독일 마셜 재단(German Marshall Fund) 등에서 발간된 설문분석자료를 활용하
였고, 유럽의 대중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럽 기관인 베르텔스만 재단
(Bertelsmann Stiftung)과 그리스 투자무역진흥청(Enterprise Greece), 중부
유럽아시아연구소(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분석자료가 활용되었다. 유럽의 대미,
대중 통상 분야를 분석하기 위한 각종 통계자료는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TO의 World Trade Statistics,
IMF의 Datamapper World Datasets, U.S. Census Bureau 등 주요 기관들의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나. 연구구성
이 연구에서는 유럽이 취하게 되는 대아시아 전략과 중국 위협에 대한 태도
를 기반으로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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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2장에서 유럽-미국 양자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간
협력의 기반이 되는 ‘대서양주의’의 기원과 발전을 우선 살펴보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질서의 형성을 미국 주도의 유럽질서 구축, 유럽인 중심의 유럽
질서 모색,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난 유럽질서의 양대 축 구
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유럽의 본격적인 대미국 대응 및 정
책으로 양자간 ‘경쟁적 공생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서양동맹의 균열을 검토함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 이전까지의 EU-미국 간
통상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유럽의 대미 인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함에 따
라 트럼프 행정부 전ㆍ후로 EU의 대미 인식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도 제2장의 분석틀을 가져와서 유럽과 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1975년을 기점으로 양자관계의 시작과 발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EU-중국 관
계를 1984년 처음으로 이루어진 EU-중국 장관ㆍ각료 차원의 협의를 기점으로
분석하였다. 연이어 유럽의 대중국 대응 및 정책과 관련하여 양자를 ‘체제 라이
벌 관계’로 보고, 그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G2 중 하나인 중국과 유럽의 협력
과 대립에 대해 기후변화 협력,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거버넌스,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 중국의 지역 포럼 및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EU-중국 간 통상관계는 양자 통상관계가 가파르게 증가한 2000년 이
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의 대중 인식은 2019년을 기점으로 EU
가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설정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바이든 시대 미ㆍ중 갈등과 유럽의 선택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ㆍ중 갈등구조와 유럽의 인식 및 대응을 분
석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동맹 강화와 유럽의 협력 가능성, 미ㆍ중 대립과
유럽국가들의 반(反)중국 연대, EU의 대미국 정치ㆍ안보 전략 구상과 전망, EU
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상과 전망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제5장의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우선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응과
관련하여 유럽-미국 양자관계의 변화와 유럽의 선택, 유럽-중국 양자관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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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대중국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유럽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U의 대응방향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외교ㆍ안보적 대응전략과 통상 분야에서의 대응을 제시하였다. 미국
에서 민주주의 다자연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은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서 안보, 통상 등 다양한 이슈에서 선택의 외교에 처하게 되었는
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EU의 다자주의 전략과 정책은 미ㆍ중 경쟁 속에서 한
국이 대응전략을 다차원적으로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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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럽-미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1. 양자관계
2. 유럽의 대미국 대응 및 정책
3. 유럽의 대미 인식

1. 양자관계
가. 대서양주의의 기원과 발전
1) 대서양주의의 개념
유럽과 미국의 양자관계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는
다양한 내용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어원을 살펴볼 때, 대서양주의는 ‘대서
양(Atlantic Ocean)’과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이론(sim, εωρία)’의 합
성어이다. ‘대서양’의 ‘아틀랜틱(Atlantic)’은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Atlas)’
에서 나온 말로, ‘아틀라스의 바다’에서 유래했다. 그리스 신화 속 유럽과 아메리
카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아틀라스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서양주의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서양주의는 대서양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럽과 미국이 대서양의 바다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인물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리프먼(Walter Lippmann)8)이었다. 이러한 지
리적인 이해와 함께 대서양주의는 종종 서구(the West), 자유세계(the Free
World), 서방(the Occident)의 의미를 대신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서양 공동체
(Atlantic community), 대서양 연방(Atlantic commonwealth), 대서양 파트
너십(Atlantic Partnership) 또는 대서양동맹(Atlantic alliance) 등과 같은 통
합 개념들과 함께 강조되기도 했다.9) 특히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와 같은 공통의
대서양의 가치(Atlantic value)를 강조할 때는 서구, 자유세계, 서방의 개념이 포
함된 반면 대서양의 이해(Atlantic interest)를 강조할 때는 대서양 공동체와 같은
통합 개념이 발전했다. 이처럼 대서양주의에는 대서양의 가치와 대서양의 이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8) Aubourg, Gérard, Giles(2008), pp. 29-35.
9) 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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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주의는 냉전 시기에 황금 시기(Golden Age)로 평가될 만큼 다수의
대서양 제도 및 기구(Plan Marshall, OEEC, NATO, OECD 등)와 함께 발전
했지만, 사실은 이 시기 훨씬 이전부터도 여러 번 강조되고 주장되어 왔다. 하
나의 이데올로기적 형태로서 대서양주의의 토양이 마련되었던 곳은 19세기 영
국이었다. 초창기 대서양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서구 문명의 발전을 포함한
개념으로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하지만 앵글로색슨적 전통에 기초한 초창
기 대서양주의는 서구 외교정책의 핵심 테제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10)
대서양주의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형태로서 대서양 양안의 외교정책 방향
으로 등장한 시점은 20세기 초 서구의 가치와 문명이 큰 위협에 직면했을 때였
다. 이때부터 대서양주의는 종종 ‘서구 문명’이라는 개념을 대신해서 이를 위협
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 또는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이는 1917년
미국이 유럽전쟁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다. 미국 정치학자
코간(Charles Cogan)은 “대서양주의가 어떤 완성된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아
니다”11)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대서양주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대서양 관계
에서 보이는 ‘갈등과 협력’의 양가적 성격 때문이다. 결국 역사적 관점에서 대
서양 관계는 일정한 목표와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양측의 이해가 상호보
완적으로 충족될 때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향후 대서양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서양 관계는 새롭게 제기된 미ㆍ중 관계와
세계질서 변화에 직면하여 어떠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까? 이 질문은 최근 중국
의 부상과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유럽이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와 관련해서
중요성이 있다. 서구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자유주
의 및 민주주의와 같은 서구의 가치에 반하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냉전

10) Straus(2005),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11) 코간은 대서양 관계의 성격을 중세 유럽의 전통 춤인 샤세 크와제(chassé-croisé)에 비유해서 설명하
고 있다. 이 춤은 상황과 위치에 따라 동시적이고 교차적인 성격을 보여주지만, 어떤 일정한 목표 및 방
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코간은 대서양 관계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완성된 형태가 아니며 양측의 이해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충족될 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Cogan(2003), pp.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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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식된 이후 보인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의 중시 및 EU의 경제발전 강조
등 양자간 이견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이 더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관계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에 ‘신대서양주의(New Atlanticism)’에 대한
정의 및 동맹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대서양주의의 등장과 발전
대서양주의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대서양주의는 다양한 시대적
필요성과 당위성 속에서 발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대서양주의는 ‘서
구’ 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 출현하였다. 19세기 서
구의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는 점차 북대서양을 연결하
는 하나의 핵심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초기 대서양주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대서양 협력을 촉진하는 사
상이 되었다. 기본적인 정의에 따르면, 대서양주의는 대서양 양안 국가들의 정
치, 경제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및 법치주의와 같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가치를 수호하는 일종의 협력 독트린이었다. 민주주의와
서구 문명의 발전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초창기 대서양주의는
1890년대까지 외교정책의 핵심 테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12)
대서양주의가 유럽과 미국의 주요한 외교정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시점이었다.13) 1917년 대서양주의 및
대서양 관계는 미국이 유럽전쟁에 참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대서양 공동체’를 처음으로 언급
하며 대서양동맹 강화를 주장한 인물은 리프먼이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권위적인 독일의 민족주의에 대항해 대서양을 사이
에 두고 있는 두 대륙의 안전(security)을 위해 유럽과 미국이 함께 싸워야 한
12) Straus(2005),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13) Nestier(2020), p. 25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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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평화만을 위해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태
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방향인 고립주의
(Isolationism)를 거세게 비난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
로 추앙받았던 언론인이자 유명한 칼럼니스트였던 리프먼은 다수의 언론 및 출
판을 통해 대서양 공동체의 창설을 주장하고 유럽전쟁에 미국이 왜 참전하여야
하는지를 계속 강조했다.14) 그는 정치력이 아닌 펜으로 대서양 공동체라는 세
계의 지리를 바꾼 대표적 지식인 중 한 사람이었다.
미국이 유럽전쟁에 참전하는 문제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방향인 고립주의와 국
제주의(Internationalism) 간의 분열을 야기하는 등 20세기 미국 외교 노선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간의 싸
움이 지속되었고, 1940년 대서양주의자들의 국제주의가 결국 승리하게 되었
다.15) 20세기 초 미국의 국제주의는 대서양 관계라는 새로운 개념과 연동되면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대서양주의에 관한 논의는 미국이 유럽전쟁에 참전할 것
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외교방향을 따를 것인가를 묻는 시점에 국제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진행되었다.16) 국제주의는 고립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차 세
계대전 시기에는 특히 ‘간섭주의(Interventionism)’와 동의어로 언급되기도 했
다. 국제주의 또는 간섭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점차 대서양주의나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대서양주의가 유럽과 미국의 중요한 외교정책의 하나로 강조된 시기는 유럽에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위협이 가시화되었던 시점이다. 유럽에서 제2차 세
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외교정책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유럽에서 전체주의 위협이 가시화되었을
때 미국은 이러한 위협이 곧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14) Aubourg, Gérard, Giles(2008), pp. 29-35.
15) Straus(2005),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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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에 개입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가운데 대서양주의는
또 다른 미국 언론인 스트레이트(Clarence Streit)17)의 종합적인 설명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193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온 스트레이트는 대서양주의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특히 1939년 유럽이 독일의 군사적 침략에 크게 위협받는
순간, 스트레이트는 지금 통합하라(Union Now: A Proposal for a Federal
Union of the Democracies of the North Atlantic)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mature democracies) 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의 국가들이 대서양 공동체를 이루어 세계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8) 이와 같은 스트레이트의 관점과 주장은 1941년 처칠
(Winston Churchill)과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가 체결한 ｢대서양 헌장
(the Atlantic Charter)｣에서 다시 강조되었다.19) 이뿐만 아니라, 대서양동맹을
위한 스트레이트의 활동은 냉전시기 NATO와 같은 실용적인 대서양 기구 및 정책
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냉전 시기, 대서양 양안의 새로운 공공의 적은 파시즘이 아니라 소련의 공산
주의가 되었다. 1946년에 접어들면서 소련과의 협조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미국은 서방 진영으로만 한정된 유럽과의 협조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은 마셜플랜(Marshall Plan)의 시행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그리고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같은 구체적인 대
서양 기구를 통해서 유럽의 경제와 안보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 NATO의 초
대 사무총장이었던 이스메이 경(Lord Ismay)은 NATO 창설의 이유와 당위성
17) 전쟁 참전용사이자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스트레이트는 다수의 저서에서 대서양연맹
(Atlantic Union)과 대서양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연방적 구조(federal structure)’로서 대서양 공동체를 정의하였다. 뉴욕타임스에서 은
퇴한 이후에는 미국 내 국제주의자와 간섭주의자들과 함께 ‘연방적 연합’을 결성하여 대서양 연맹을
위한 운동을 지속하였다.
18) Aubourg, Gérard, Giles(2008), p. 19.
19) Chernyshev(2017), p. 20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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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NATO는 유럽 대륙에서 소련을 배제하고 미국을 포함하며 독일을
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20)라고 간결하게 설명한 바 있다.
1940년 스트레이트와 함께 연방적 연합(Federal Union)을 결성하며 대서
양동맹과 대서양 공동체를 위해 활동했던 대서양주의자들은 1949년 대서양연
합위원회(Atlantic Union Committee)를 창설했다. 이 기구와 함께 냉전시
기 대서양주의는 전체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를 대적할 대안이 되었다. 이 위원
회의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국제주의자들로, 1920~30년대부터
루스벨트 행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었다. 구성원 중
일부는 1947년 마셜플랜이나 1949년 NATO 창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다. 이 과정에서 대서양주의는 유럽에서의 경제적 및 군사적 지역통합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47년 초부터 미국과 소련의 대립 양상이 더욱 가시화되자 미국은 전쟁으
로 폐허가 된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전후 서
유럽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소련의 직접적인 침략이 아니
어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21) 케넌(George Kennan)은
봉쇄(containment) 전략으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레
이턴(William L. Clayton)과 케넌 등이 그 골격을 마련한 마셜플랜은 결과적
으로 서유럽에서의 경제적 지역통합을 촉진했다.22) 무엇보다 이 계획이 경제
복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럽경제의 통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947년 여름 파리에서 개최된 마셜플랜 협상 결과 유럽은 OEEC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마셜플랜으로 토대가 마련된 대서양주의는 이후 군사기구를 탄생시키게 되었
다.23) 네스티에(Claire Nestier)에 따르면, “냉전 시기 대서양주의와 NATO의
20) NATO, “NATO Leaders. Lord Isma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0).
21) 남정옥(2010).
22) 김명섭(1996), p. 51.
23) Ibid., p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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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관계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24) 1949년에 출범한 NATO는 대서양 양안의
군사동맹으로서 집단방위기구의 성격을 지녔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군사적 동
맹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정책을 통해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20세기 초 삼국협상 및 삼국동맹과 같은 군사적 동맹은
어디까지나 세력균형에 기초해서 안보를 구축하는 원리였다. 하지만 냉전 시기,
대서양주의는 소련의 팽창을 방어하기 위한 집단방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결과적으로 냉전 시기 더욱 강화된 대서양주의는 유럽에서의 경제적 및 군
사적 지역통합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냉전 초기 대서양 관계의
발전이 유럽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엘우드(David W. Ellwood)는 “마셜플
랜으로 인해서 유럽(경제)통합이 유럽정치의 우선순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뿐만 아니라 마셜플랜은 유럽에 지역통합의 방법과 수단을 제공했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25) 프랑스 역사가 보슈아(Gérard Bossuat)는 대서양주의가 유
럽통합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마셜플랜이 좀
더 심도 있는 정치적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독일
과 이웃 국가들이 경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협력해나갈 가능성은 제공
한 것으로 보았다.26) 즉, 마셜플랜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1950년대 슈만플랜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냉전 시기 대서양주의에 관한 논의는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이 전개되었
던 국면에서도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가입을 둘러싼 드골(Charles de
Gaulle)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들 수 있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

24) Nestier(2020), p. 260.
25) Aubourg, Gérard, Giles(2008), p. 43.
26) Bossuat(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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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출된 드골은 1960년대 유럽의 경제적인 통합에 찬성하고 더 나아가 공
동관계 및 공동농업정책을 출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50년대 초국가
적인 유럽의 행보에 크게 비판적이었던 드골은 1960년대에는 프랑스가 중심
이 된 유럽을 건설하고자 했다.27) 이처럼 드골이 유럽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주요 정책 기조인 ‘위대한 프랑스’를 유럽통합
안에서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탈식민화로 프랑스가 제국을 포
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드골은 유럽을 통해 ‘위대한 프랑스’를 실현하
고자 했다. 부를랑주(Jean-Louis Bourlange)가 지적하듯이, “당시 드골의 유
럽통합정책은 그가 프랑스 제국의 상실을 잊기 위해 설계한 장치, 즉 제국의 대
용물이었다.”28)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1960년대 드골의 유럽통합정책은 영국의 EEC 가입
문제와 더불어 연계된 대서양주의와 크게 충돌하였다. 미국의 정치 엘리트 및
1961년에 출범한 케네디 행정부는 영국의 EEC 가입과 대서양 협력을 적극적
으로 지지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미국의 독립기념관에서 ‘대서양 유대
강화(le partenariat atlantique)’를 발표29)하면서까지 대서양주의를 지지하
였다. 하지만 드골은 영국의 EEC 가입이 대서양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결국 유
럽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드골
은 1960년대 두 번에 걸쳐 시도된 영국의 EEC 가입 신청에 반대했다. 미국과
드골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급기야 프랑스는 1966년 모든 군대를 NATO로부
터 철수시키게 되었다. 1960년대 영국의 EEC 가입을 둘러싼 대서양 양안의
충돌은 이후 대서양 관계를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로 설명하는 배경이 되
었다.
결론적으로 대서양주의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대서양 관계 또한
27) 김유정(2017).
28) Bourlange(1996), p. 124.
29) 당시 대서양 유대 강화 개념은 트루먼 행정부의 국무장관직을 지낸 애치슨(Dean Acheson)과 케네디
행정부의 국무장관 볼(George Ball)의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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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다. 대서양주의는 특히 서구가 민주주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20세기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경쟁하며 발전하였다. 그 구체적
인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대서양주의는 20세기 초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의 하나인 고립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교ㆍ정치 이데올로기로 출현하였
다. 그리고 양차 대전 시기에는 서구의 전체주의와 맞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위성을 공고히 하였고,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경쟁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냉전 시기 대서양주의는 다양한 국제기구로
제도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NATO와 같은 대서양 기구는 점차 세계 안보
및 경제를 안정시키는 집단적 안보체제와 경제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데 기여
하였다. 이와 같이 대서양주의는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냉전 시기에 가장 큰 진
전을 보였다. 하지만 1960년대 유럽정치에 직면하여서는 심각한 갈등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향
후 대서양주의는 어떠한 발전관계를 보일 것인가? 이 질문은 본 연구가 천착하
고 있는 주된 문제의식이다. 대서양주의의 개념과 발전 과정에서 살펴보았듯
이, 향후 대서양주의는 중국과 같이 서구의 공통 가치에 반하는 체제 및 이데올
로기에 대항하여 지속ㆍ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960년대 대서양 관계
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정 영역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나. 전후 유럽질서의 형성과 양자관계
1) 미국 주도의 유럽질서 구축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에서 구소련 세력의 확
대를 막기 위하여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발표하게
된다.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당시 공산주의 확대로 위협에 직면하던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산주의 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경제적ㆍ군사적 원조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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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 독트린과 함께 1948년부터 마셜플랜이 실행됨으로써 세계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양대 진영으로 갈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양
진영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소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책이 유럽에
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1948년 2월 체코슬로바
키아 공산화를 시작으로 대동구권 지배를 시도하였다. 이는 동년 6월 베를린
봉쇄로 이어지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재침에 대응하기 위해 1947년
3월 덩케르크조약(Treaty of Dunkirk)을 맺었는데 냉전의 격화에 따라 그 대
상을 소련으로 수정하였고, 양국은 이를 확장하여 1948년 3월 벨기에,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3국과 함께 소련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브뤼셀조
약(Treaty of Brussels)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미국은 제2차 세
계대전 직후 유럽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
다. 하지만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을 통해 소련과 대결정책을 펼쳤
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화와 소련의 베를린 봉쇄 등을 거치면서 좀 더 공세
적인 대유럽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1948년 7월부터 미국과 브뤼셀
조약국 대사들 사이에 각종 동맹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브뤼셀조약국 국가의 연대라는 초기의 구상이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
록 하였다.30) 그 결과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을 맺게 됨으로써 이 조약에 근거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공
식적으로 출범한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근거하여 NATO의 성격은 회원
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기구
(collective defence organization)’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NATO의
성격은 냉전종식 이후 전략개념이 수정되고 기구가 개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이 중ㆍ동구권 국가에까지 확대되어 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
는 근본 가치가 되었다.
30) 김영호(2001), p. 458; 박영미(2002),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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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역설적으로 NATO가 방위 동맹으로서 본
궤도에 오르게 하였다. 한국전쟁 초기에 서유럽국가들은 극동에서 일어난 전쟁
에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은 다른 관심, 즉 전쟁 자체에 대한 관
심보다는 전쟁이 가져올 세계적 여파와 파장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무엇
보다도 서유럽국가는 공산주의 블록의 맹주인 소련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경험하면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미국의 관심과 노력이 아시아 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31)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가 꺼려한 미국 중
심의 대서양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NATO가 유럽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 것이다. 결국 전후 유럽질서 구축은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미국이 주
도한 가운데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재건과 협력 구축, NATO를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동맹의 출
범으로 귀결되었다.

2) 유럽인 중심의 유럽질서 모색
유럽국가들 중 특히 프랑스는 대서양동맹의 중심축인 NATO를 수용하면서
도 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유럽질서 구축을 원하였는데, 미국의 영
향을 배제한 가운데 유럽통합운동을 기반으로 한 유럽질서의 구축을 염두에
두었다. 이에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새로운 세계질서인 얄타체
제에 반대하며 유럽인 중심의 유럽질서 구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프
랑스 외무상 슈만(Robert Schuman)은 1950년 5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창설을 위해 ‘슈만플랜
(Schuman Plan)’을 발표하게 된다. 슈만플랜은 연방주의 방법으로 통합된 초
국가적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점차 유럽지역통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32) 프랑스는 과거 독일의 침략을 여러 차례나 받아온 국가로
31) 박영미(2002), pp. 118~120.
32) 김우현(2001),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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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후 강력한 독일의 재출현과 독일의 재무장을 원치 않았다.33) 이러한 관점
에서 프랑스는 독일을 초국가적 공동체에 묶어두고 통제하기 위해 유럽통합정
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ECSC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훌륭한 도구였다. 연이
어 1950년 10월 프랑스 수상 르네 플레벤(René Pleven)은 유럽방위공동체
(EDC: European Defense Community) 설립을 목적으로 플레벤 계획을 발
표하게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서독의 신속한 재무장을 거부할 수 없는 가운데
이미 발표된 슈만플랜의 군사판으로 통합유럽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이다.34) 프랑스는 독일의 재무장을 용인하면서도 독일군에 대한 통제권을
NATO의 틀에 두는 한편 EDC에 독일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독일군을 이중으
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35)
드완(Dwan)에 따르면 EDC는 NATO를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동맹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대서양 공동체’ 내에서 EDC를 한 축으로 하여 프랑스의 주
도적 이니셔티브를 신장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에
우려를 나타낸 나라는 당연히 대서양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 재편에 나선
미국이었다. 미국은 EDC 설립에 매우 미온적이었는데, 일례로 당시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의 경우 EDC 계획을 독일의 재무장과 NATO 가
입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프랑스의 술책(a French tactic)’으로 여겼다.36)
그만큼 프랑스의 제의에 가장 걸림돌이 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1951년
여름을 계기로 적극적 지지자(active support)가 되었다. 모네가 NATO 최고
사령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을 만나 유럽통합이 결국 유

33) 조명현(1995), p. 187.
34) Creswell and Trachtenberg(2003), p. 22. Urwin에 의한 플레벤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1952년
5월 6개 ECSC 회원국이 서명한 EDC 설립조약에 따르면 EDC는 ECSC와 조직과 구조가 상당히 유사
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EDC는 안보공동체로서 ECSC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rwin(1995), p. 62.
35) 황영주, 이승근(2005), pp. 131~132.
36) Dwan(2000),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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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안보에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에 나섬으로써 미국이 EDC 계획
에 적극적 지지자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37)
서독은 EDC 참여를 반겼다. 이미 슈만플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밝혔
고,38) 미국이 EDC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돌아선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
을 지지하는 서독으로서는 플레벤 계획 수용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유럽통합의 강력
한 지지자로 알려진 이든(Anthony Eden) 외무장관은 유럽안보 문제에 대한
영국의 태도를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유럽대륙에서의 군사적 통합에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39) 1952년 5월 서유럽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
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이 유럽방위공동체조약에 서명하고, 프랑스를 제외
한 나머지 5개국은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비준을 마쳤다. 하지만 프
랑스의 경우 EDC조약에 대해 각 정파 간 큰 논쟁이 이어졌고, 프랑스의회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40) 프랑스로서는 독일의 재무장이 NATO 내에
서든 EDC하에서든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EDC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국
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41) 독일의 재무장을 두려워한 프랑스의
회가 1954년 8월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
EDC 창설 실패 후 서유럽안보를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서
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9개국과 NATO 회원국을 포
함한 총 14개국은 1954년 9월부터 10월까지 런던과 파리에서 회의를 각각 개
최하게 된다. 회의 참가국들은 먼저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독일 주둔 연합

37) Ibid., p. 146.
38)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은 프랑스의 슈만플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첫
째, 유럽통합에 대한 이상과 염원을 프랑스와 공유하고 있었고, 둘째, 서독을 전범국가에서 정상국가
화하려면 슈만플랜과 같은 공동체 참여가 중요하였으며, 셋째, 독일의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려는 차원
이었다: 황영주, 이승근(2003), pp. 270~271.
39) George and Bache(2001), p. 70.
40) 당시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김명섭(1996), pp. 58~65 참고.
41) 이와 관련하여 황영주, 이승근(2005), pp. 135~1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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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철수와 독일의 제한적인 재무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파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고 1954년 10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s)을 체결하게 된
다. 이 협정에 의해 서독이 주권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연합군의 서독점령
종식 및 서독의 NATO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브뤼셀조약을 수
정하여 서독과 이탈리아가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유럽인 중심의 서유럽
동맹(WEU: Western European Union) 설립을 결정하였다.42) 결국 1955년
5월 WEU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서유럽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NATO와
더불어 공산세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구상을 일단락할 수 있었다.43)
ECSC 출범 이후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라 1957년 EEC가 창설된다. 이로써
유럽인들은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통합이론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점진적인 통합 과정을 거쳐 전쟁 없는 유럽 건설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유럽국가들은 1967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를 출범시켰고, 성공적인 경제적 통합 과정을 지속하
여 유럽의 위대한 계획(Grand Plan)의 일환으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향한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까지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EC의
통합 진전에 따라 회원국들은 1970년 10월 유럽정치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유럽정치협력(EPC: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에 합의
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EPC를 통해 대외정책 수행에서 실질적인 역할
을 할 수 없었다. EPC가 EC의 법적 기초가 된 ECS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EC 기존 3개 공동체 협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 따
라 공동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공헌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대외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온 결과, 1987년 7월 ‘유럽단일협약(SEA: Single European Act)’ 발효로

42) WEU의 탄생과정에 관하여 Van Ackere(1995), pp. 7-18; Fontaine(1967), pp. 80-95 참고.
43) 배규성, 이승근(2004),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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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대외적인 발언권을 강화하게 되었고 유럽인
중심의 유럽질서 모색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44)

3) 유럽질서의 양대 축 형성: 유럽주의 대 대서양주의
전후 미국 주도의 유럽질서 구축 과정에서 특히 프랑스의 반발이 심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의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에는 참여하였지만, 이러
한 것들이 앵글로색슨족이 중심이 되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진
정으로 유럽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영국은 미국의 실
질적인 도움 없이는 유럽질서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전후 공산주의
확장에 대항하여 서유럽의 안전보장과 결속을 위해 외부, 특히 같은 앵글로색
슨계열 국가인 미국의 원조를 어느 때보다도 원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대
서양 협력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NATO 결성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과 유럽 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유럽질서 구축이
미국 주도로 흘러가면서 프랑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전후
미국 주도의 유럽질서 형성 과정에서 유럽국가들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유럽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서양주의’와 유럽질서 구축을 유럽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유럽주의
(Europeanism)’ 간의 대립이 생겨난 것이다.
대서양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국은 같은 문화권이자 해양세력인 미국
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NATO 결성에 적극 참여하였고, 무엇보다 NATO를 중
심으로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항하여 유럽안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해양세력으로서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인 유럽 균형자 역할에 충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처칠 수상은 1946년 9월 취리히 연설로 유럽에서 UN과 유
사한 기구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며 유럽통합을 고무시켰지만, ECSC 참여는 원

44) EPC 제도하에서 EC는 단순한 공동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여전히
드러냈다: 이승근(2004),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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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1950년 10월 프랑스 수상 플레벤이 제의한 유럽방위공동체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영국이 대서양주의국가로서 NATO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유럽인 중심의 유럽방위공동체에 참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45) 1969년
드골 하야 이후 1973년 영국이 EEC에 가입함으로써 유럽대륙에서 영국의 영
향력이 확대되는 듯하였으나, 영국은 또다시 전통적인 균형자 역할을 표방하면
서 적극적인 유럽통합운동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영국은 EEC 가입 후 많은 사
안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대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통합운동에 참여하지 않
는 등 유럽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46) 대서양주의에 입각한 영국의
유럽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대서양주의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로 네
덜란드를 들 수 있으며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이에 속한다.
프랑스는 유럽인들에 의한 유럽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유럽주의국가로
분류되는데, 논쟁할 여지는 있지만 독일47)과 벨기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는 순수 유럽인들이 중심이 되는 유럽통합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봄에 따라 유럽주의적 관점에서 유럽통합
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NATO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유럽
질서가 구축된 후 프랑스는 대서양주의에 반하여 유럽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외
교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1958년에 집권한 드골은 동년 9월에 NATO와는 별도로 미국, 영국과 함께
서유럽에서의 ‘삼두지도체제(tripartite directorium)’ 형성을 제의하였으나
영국과 미국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프랑스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48)

45) 1952년 2월 12일 보수당 내각의 이든(Anthony Eden) 수상은 “우리는 뱃속 깊이 유럽공동체의 회원
국이 될 수 없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취지의 선언을 함으로써 대서양주의를 확인하며 유럽방위공동체
에 불참한다고 밝힘으로써 EDC계획을 곤경에 빠뜨렸다: 김명섭(1996), p. 58.
46) 이승근(2011), pp. 193~194.
47) 독일은 유럽안보 문제에서 NATO를 중시하지만 유럽통합을 지지함으로써 유럽주의적인 요소가 있
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유럽에서 자국 위상에 걸맞게 유럽주의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
졌다고 볼 수 있다.
48) 안병억(201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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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내에서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 간 최초의 대립은 드골이 주장한 6개 EEC
회원국 간의 ‘정치연맹(Political Union)’ 결성 제의에 따른 갈등으로 나타났
다.49) 정치연맹 결성을 위한 프랑스 안으로 유럽 외교와 방위 부문의 공동정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푸셰 계획(Fouchet Plan)’이 제출되었는데,50) EEC 6개
국 간에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961년 2월에서부터 1962년 4월까지 격론
이 있었다. 미국을 유럽의 문제에서 배제하고, NATO와 EEC의 약체화 및 영
국의 EEC 가입을 저지하려는 프랑스의 의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큰 반발이 있었고, 이탈리아와 서독의 지지를 얻지 못함
에 따라 4월 말 이 계획이 폐기됨으로써51) 유럽주의가 아닌 대서양주의의 승
리로 귀결되었다.
유럽주의에 기반한 프랑스의 행보는 대서양동맹에 대한 대대적 반발로 이어
졌다. 프랑스는 미국 주도하에 형성된 대서양동맹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독립된
자국의 군사력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
였다. 이에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1960년 2월 원자력 실험에 성공
하고, 1962년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의 행보에 대응하
여 미국과 영국은 1962년 12월 바하마 나소(Nassau)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NATO 내에 연합함대(MLF: Multilateral Forces)를 구성할 것임을 밝혔다.
이 합의안의 골자는 영국함대를 미국의 폴라리스 핵미사일(Polaris Nuclear
Missiles)로 무장하고 프랑스에 대해서도 영국과 같은 조건으로 폴라리스 미사
일을 제공함으로써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핵무기를 나누
어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안을 자국의 핵전력 증강을 단
49) Urwin(1995), p. 104.
50) 푸셰 계획의 내용은 NATO와 완전히 상반되는 기구를 세우자는 것인데,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유럽 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Conseil)와 국회(Assemblée parlementaire), 위원회
(Commission)를 구성하여 유럽에서 정치적ㆍ군사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순수 유럽인들로 이루어진
동맹기구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Dalloz(1993), pp. 132-139. 푸셰 계획과 관련하여 Teasdale(2016)
참고.
51) 5개국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Urwin(1995), pp. 106-1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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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영국이 미국을 위한 세일즈맨이며 “트로이
아의 목마”라고 비난하면서 1963년 1월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기
에 이르렀다. 결국 MLF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1966년 프랑스는 NATO를 탈퇴
한다.52)
푸셰 계획 실패 후 1963년 1월에 체결된 ‘프랑스-독일 우호와 협력조약’[엘
리제조약(Élysée Treaty)]에 힘입어53) 서독은 1963년 말부터 동방정책을 전
개한다. 프랑스 또한 유럽주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소련 및 동구권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드골이 1959년 11월 스트라스부르 방문 당
시 발표한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From the Atlantic to the Ural)’의 유
럽 건설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드골은 진영 간 갈등의 원인이 순수 유럽인들이
빠진 상태에서 앵글로색슨과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라
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의 유럽대륙을 통합하여 유럽 문
제를 유럽 사람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서양에서’의 의미는 ‘대
서양 해안으로부터’라는 뜻으로, 영국은 같은 앵글로색슨계열 국가인 미국의
연장이라고 판단해 유럽의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영국이 미국과 관계를 끊고
스스로 유럽대륙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우랄산맥까지’의 의미는 유
럽대륙 통합과 유럽 문제 결정에서 소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프랑스는 대소련 데탕트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1966년 6월
드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코시긴(Aleksei Kosygin)이 그해 12월 파리를
방문함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무르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동
구권 국가들 간의 교류ㆍ협력에 따라 유럽대륙 국가들 간에 실질적인 긴장완화
와 화해가 시작되었고,54) 미국을 포함하여 동ㆍ서 유럽 간 ‘범유럽’ 대화의 장
52) 김우현(2001), pp. 237~238.
53) 드골 대통령은 1963년 1월 독ㆍ프 협력의정서인 ‘엘리제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은 양국이 군사ㆍ
외교 분야에서 협력하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1961년과 1962년에 제시한 바 있는 푸셰 계획
을 성취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실패한 이후 관계 재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Dalloz(1993),
pp. 132-139.
54) 이승근(1999), pp. 86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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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리게 됨으로써 1975년 8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출범한다.
전후 영국과 미국의 구상하에 대서양주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유럽질서에 프
랑스가 반발함으로써 냉전 기간 ‘유럽주의’ 대 ‘대서양주의’의 갈등이 나타났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냉전시대 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서 유럽주의가 주장하는 유럽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은 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냉전시대에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 간의 차별성은 크
게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고, 탈냉전시대에 와서야 이러한 차별성
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55)

2. 유럽의 대미국 대응 및 정책
가. 유럽-미국 ‘경쟁적 공생관계’
1) 탈냉전시대 유럽질서 구축과 미국의 선택
1989년 말~90년 초 동구권 붕괴와 냉전종식에 따른 급격한 유럽질서의 변
화에 맞추어 유럽 각국은 EC와 WEU의 역할 증진, NATO의 기구 개편, CSCE
의 확대와 기구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유럽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
하였다.
EC는 초기 발전 과정에서 경제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대외정책
분야와 외교ㆍ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또한 NATO
를 중심으로 유럽안보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EC가 안보 축으로 발전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유럽에서 미국의 입지가 상대적으
55) 이수형(2011), p. 80. 프랑스는 냉전 기간 유럽 자체의 독자적인 방위시스템 구축을 실현하려 노력하
였고,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정치ㆍ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승근(1999), p.
859; Harrison(1981),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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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화되었던 시점에 EC 회원국들은 공동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율성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1990년 12월 로마에서 정부간회의(IGC:
Inter-Governmental Conference)를 개최하여 냉전 이후 신유럽질서 수립
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
흐트조약(Treaty of Maastricht)에서 구체화되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수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조약 제
５부(Title Ⅴ)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이 법적ㆍ제도적 틀을 갖춤으로써
1954년의 EDC 구상, 1955년의 WEU 창설, 1970년에 시작된 EPC56)를 통해
보여준 유럽인 중심의 유럽질서 구축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NATO와 달리 회원국이 유럽국가들로만 구성된 WEU는 1954년 창설 이후
NATO로 인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냉전종식과 더불어 1992년
6월 페테르스부르그 선언(Petersbourg Declaration)을 발표함으로써 ‘페테
르스부르그 임무’ 차원에서 유럽 밖에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과 평화유지활동
이 가능하도록 회원국들이 병력 파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거하여 WEU가 EC의 실질적인 안보 축으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유럽질서의 변화에 부응하게 되었다.57)
CSCE의 경우 냉전 기간 동ㆍ서유럽 간 신뢰구축조치 (CB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실행과 1990년 11월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회원
국들은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제5차 CSCE회담에서 분쟁방지와 평화유지

56) 유럽정치협력(EPC)과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제도적 발전에 관한 공식서류와 관련하여
Hill and Smith(2000), pp. 71-184 참고.
57) WEU는 유럽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유럽의 독자적 군사방위기구로서 역할이 부각되어오다 2009년 12
월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따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이 강화됨으로써 2010년에 활동을 중지하
게 되었는데, 특히 서유럽동맹의 상호 군사방위조항에 따른 조치가 모두 종결되었다. 2011년 6월까지
서유럽동맹의 잔여활동들이 모두 EU에 이전되어 EU가 이를 이어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Bale(2015),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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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CSCE의 역할 강화 등에 동의하고, 1995년 1월부터 ‘유럽안보협력기
구(OSCE: 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기
구 명칭을 변경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SCE가 범유럽기구로서 역
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 정치ㆍ안보기구들이 새로운 유럽질서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
였으나, NATO는 서유럽을 위한 순수 군사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
어 냉전종식 이후 변화가 늦었다. 이는 미국이 유럽질서의 변화가 유럽에서 자
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NATO의 기구 개편
을 서두르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동구권 붕괴 및 독일 통일, 1991년
4월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해체 등 유럽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서유럽국가들은 동구권과 함께 1991년 12월 ‘북대서
양협력위원회(NACC: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를 설립하고
연이어 1994년 1월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Partnership for Peace)’ 프로
그램을 실시함으로써 NATO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한다.58) 또한 냉전종식 후
EC 안보 축의 강화가 가시화되면서 유럽에서 NATO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해
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모색 과정에서 NATO 내부에서뿐만 아
니라 NATO 회원국과 EC 회원국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에 따라 양 기구의 협
력 방안을 어느 정도로 조율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동맹을 형성해 유럽 문제에 깊이 관여함
으로써 입지를 구축하였는데, 소련에 대항하여 유럽국가들의 협력을 이끄는 한
편 재정적ㆍ정치적 영역 등에 걸쳐 전면적인 원조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국 주도로 이루어진 유럽질서가 냉전종식과 더불어 변화하기 시작함으로써 미
국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하게 된다.
우선 1991년 CFSP 수립을 위한 정부간회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조
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EC 회원국들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에
58) 이승근(1998), pp. 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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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EC 내에서는 미국을 배제하고 EC를 중심으로 유럽공
동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유럽주의국가인 프랑스ㆍ독일의 입장과, 특히 미국
을 유럽에 존속시키고 WEU와 NATO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서양
주의국가인 영국ㆍ이탈리아ㆍ네덜란드의 주장이 충돌하였다.59) 이러한 양 진
영의 대립은 동년 11월 EC 의장국인 네덜란드가 독일ㆍ프랑스의 주장을 반영
하여 조약 초안에 ‘안보조항’이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이러한 가운
데 미국은 영국으로 하여금 프랑스 주장에 반하여 WEU가 ‘NATO의 유럽기
둥’으로서 역할 또한 부여받게 함으로써 미국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63년 프랑스ㆍ독일 간 ‘엘리제조약’ 체결 직후 케네디 행정부가 프랑스
와 독일이 긴밀히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이, 1991년 말부터 1992년 초까
지 미국은 독일 정부로 하여금 유럽의 안보자율성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
스를 적극 지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1991년 10
월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에서 보낸 서한에서 “동맹 내에서 일
련의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미국의 단호한 견해를 전달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60) 그러나 마스트리흐트조약안의 안보와 관련된
항목에 “공동방위정책의 궁극적인 구상은 적절한 시기에 유럽의 공동방위를
실현하는 데 있다”61)라고 명시됨으로써 유럽안보의 선두에 선 미국의 입지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NATO와 동구권의 협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유럽주의국가들
의 기대와 달리 유럽에서 자국의 역할을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전개된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해 유럽 각국 대신 미
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확연히 드러났고,62) 미국의 입지는 여전히 흔들
림이 없었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1997년 재선 이후 NATO와 러시
59) 이종광(2001), pp. 166~167.
60) Bozo(2001), p. 21.
61) Martial(1992), p. 124.
62) Diamond(1996), pp. 406-407.

제2장 유럽-미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 49

아 간 ‘기본협정’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주요한 외교상 업적을 남겼다. 특히 클린
턴은 ‘기본협정’ 조인에 따른 보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과 군축 시 러시
아 측의 무기해체를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 및 전
술핵무기 감축협상(Start-III)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이로써 유럽안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확고함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미국은 1996년에 개최된 베를린 NATO위원회 회의에서 NATO 확대와 더불
어 ‘유럽안보방위정체성(ESDI: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Identity)’
회복을 약속했지만, 유럽주의국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유럽의 안보주도권
은 인정하지 않았다. ESDI 회복을 통해 유럽이 안보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는 유사시 미국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NATO의 개입을 가능
케 한다는 순수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NATO 내
유럽지부 설치에 반대하였고, WEU가 EU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과 NATO에 대
한 WEU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반대하였다.63) 결국 미국은 폴란드
ㆍ헝가리ㆍ체코 동구 3국에 대한 선택적 NATO 확대로 자국의 유럽 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유럽인에게 유리한 NATO기구 개편을 회피하여
NATO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동맹국
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NATO기구 변경에 유연한 반응을 보이는 자세를 취
하여 차후에 유럽인이 주체가 되는 NATO 개혁과 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
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냉전종식 후 신유럽질서 구축 과정에서 자
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는데도 대서양동맹을 유지해 자국의 이익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선택을 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즉 안보 문제에서 유럽
공동체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럽안보
변화에 따른 NATO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였고, 유럽에서 자국의 군사력 유지

63) Quiles(1996), pp. 14-15. 미국의 견해와 관련하여 White House(1996), pp. 35-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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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전히 필요함을 NATO 동맹국들에 각인시켰다.64) 또한 미국은 대서양동
맹이 느슨한 조직인 WEU나 장차 기구화될 CSCE를 대신해서 중심 역할을 해
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럽주의국가들이 주축이 된 유럽공동체의 확대
와 유럽안보 구축을 위해 유럽인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유럽의 안보동질성 회
복 노력에 대한 미국의 견제정책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유럽질서를 유럽인 중심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통합된 목소리가 유럽에
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켜 나갔고, 미국은 유럽전략 수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
게 되었다.

2)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의 대립
유럽질서 형성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한 유럽주의 대 대서양주의 간의 대립이 냉전종식 후 유럽공동
체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 이후 유럽안보질서 재편을 놓고 EU 내에서
유럽주의의 입장이 더욱 힘을 얻는 형국이 되었다.
프랑스는 유럽주의국가로서 골리즘(Gaullism)에 입각하여 ‘대서양동맹’을
축으로 하는 유럽 안전보장보다는 EU가 안보 영역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
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1973년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영국은 EU 차원의 군사
협력 확대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으면서도 NATO가 유럽안보의 중심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EU의 군사 분야 협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
다.65) 하지만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더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 유럽주의국가의 입장을 일정 부분 따르지만, 유럽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각을 세우는 프랑스와 달리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중시
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2020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일 미군 일
64) Huntington(1991), p. 13; Coats(1990), pp. 13-14.
65) 전혜원(2018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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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철수 결정 후 독일은 메르켈(Angela D. Merkel) 총리를 중심으로 미국과
대립하였고, 프랑스와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에 나설 수 있음에 따라 유럽주의
국가의 입장이 한층 더 강화된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영국은 냉전종식 이후 EU의 미래 역할 설정에서 유럽통합을 강력하게 지지
하는 초국가주의(supernationalism)보다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
운데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정부간 협력주의(inter-governmentalism)를 견
지해왔다. 이에 따라 헬싱키 유럽이사회의 결정으로 1999년 12월에 수립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과
그 후속으로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수립된 ‘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Common Secuity and Defense Policy)’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영국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외교와 안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
역들이 ‘high politics’에 속함에 따라 이러한 영역에서는 국가 주권을 존중해
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영국은 유럽안보를 위해 미국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는 것과 EU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 통합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을 알 수 있다.66)
유럽국가들은 냉전종식 후 세 부분에서 유럽안보정책을 추진해왔다. 첫째,
유럽인들이 중심이 되는 유럽안보방위정체성(ESDI) 회복, 둘째, 이의 실현을
위해 NATO 내에서 유럽안보방위정체성 회복의 실질적 추진, 셋째, EU 내에
서 공동외교안보정책 수립과 이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다. 이러한 입장하에 EU
내 CFSP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프랑스는 유럽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으
로부터 유럽국가들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EU가 실질적인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특히 유럽국가들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NATO가 아니라 EU를 통해서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는 입장을 유지해왔다.67)
66) 황영주, 손무정(2006), p. 29.
67) 이승근(2004), p. 415; Dumoulin, Mathieu, and Sarlet(200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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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마스트리흐트조약과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체결 과정에서 EU 회
원국들은 CFSP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해왔다. 하지만 EU 내 대서양
주의국가들은 이의 실질적인 발전을 방해하였다. 유럽주의국가들은 EU의 공
동외교안보정책이 유럽인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였으
나, 대서양주의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여전히 유럽안보를 위해 중요
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의 경우 특히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2003년 3
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동참함으로써 ESDP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68)
EU 내부에서의 이러한 입장 차이가 2009년 프랑스의 NATO 복귀 이후
NATO 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69) 2018년 11월 미국을 배제한 채 프랑
스가 주도하는 유럽군 창설을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제안한
직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
투갈 등 9개 NATO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EU 차원의 군대 창설 방안을 논의하
였고, NATO 비회원국인 핀란드도 동참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러시아와 중국, 경우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유럽군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미국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70) 이
러한 대립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NATO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한
미국과 유럽동맹국들 간 관계 악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유럽에서 프랑스의
입지 강화 등에 따라 NATO 내에서 유럽주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졌다.
NATO의 역할 변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2016년 7월 바르샤바에 모인
NATO 정상들은 EU와 NATO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EU-NATO 공동성명’
을 통해 양 기구 간 군사작전 분야 협력확대 의사를 밝혔고, 이를 위한 기구 수
68) 황영주, 손무정(2006), p. 34.
69) Union-IHEDN(2018), pp. 68-69.
70) ｢미국과 동맹 이완ㆍ러시아 위협 증폭…나토‘미래설계 고민’｣(2019. 4.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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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계획이 2016년 12월에 공표되었다.71) 이 같은 EU와 NATO 간 협력은
NATO가 설립된 이후 실질적으로 유럽방위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였고, EU
회원국들이 유럽방위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NATO로부터 안보적 실익을 얻어
왔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NATO 군사기구
복귀와 더불어 NATO 내에서 유럽주의 입장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미국이 대
유럽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대서양주의의 산물인 NATO의
‘유럽화’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독일ㆍ프랑스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EU-NATO의 역
할 논쟁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브렉시트 결
정 직후 프랑스와 독일은 2016년 6월 27일 공동성명으로 ‘A strong Europe in
a world of uncertainties’를 발표하면서 ‘유럽안보협정(European Security
Compact)’을 제안하고 EU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군사 분야 협력을 시사하는
등 EU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예견케 하였다.72) 하지만 EU-NATO 간 갈등
의 골이 깊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유럽과 글로벌 안보에서 역할 분담 방식의 변화
를 모색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유럽국가들이 양 기구에 속
해 있고, EU만의 군사 역량 강화가 용이치 않으며, 유럽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의 협
력을 위해 슬론(Sloan)은 미국이 유럽동맹국들과의 정치적ㆍ군사적 협력이 자
국의 이익과 합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유럽동맹국들 또한 국제안보를 위
해 미국과 협력해야만 미국이 유럽을 돕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73)

71) 전혜원(2018b), p. 16.
72) 전혜원(2018a), p. 12.
73) Sloan(2010),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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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럼프 행정부와 대서양동맹의 균열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더불어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는 대외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서양동맹의 균열
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 NATO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로 유럽동맹국들과 대
립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서 지도력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
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특히 미국의 안보 역할을 강조하고 있
는 독일과 미국 간의 갈등을 프랑스가 적극 활용함으로써 NATO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프랑스의 NATO 군사
기구 복귀 단행과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기를 거치면서 NATO 내에서 유럽주
의국가들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불만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6월 전격적인 주독일 미군 일부 철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8년 11월 프랑스의 유럽군 창설 제의에 NATO의 많은 유럽동맹국이 동
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서 NATO에 더 공평한 분담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등 유럽동맹국들과 각을 세
워왔다. 이에 대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EU의 유럽군 창설이 자연스
러운 현상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유럽동맹국들 간의 관계 악화를 반겼다.74)
이러한 상황에서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유럽이
NATO 없이 무사할 수 있다는 어떠한 인식도 갖지 말아야 한다며 동맹국들 간
의 갈등에 우려를 표할75) 정도로 유럽 내 미국의 안보 주도권이 약화되었다.
비록 미국의 NATO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요청으로 동맹국들과 불협화음이
생겼지만, 이를 NATO 내 미국의 주도권 약화로 연결 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ATO에 대한
74) “Natural that Europe should want an army, says Russia’s Putin”(2018. 11. 1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5. 4).
75) “Europe should keep its defense within NATO”(2018. 11.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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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이 높고, 실제로 대서양동맹을 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여를 더 많이 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주둔 미군의 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증가했고,76)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대서양 횡단 작전 계획(Operation Atlantic Resolve)을 통해 러시
아와 근접한 NATO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유럽수호이니셔티브(ERI: 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로 알려진 유
럽억지이니셔티브(EDI: 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를 통해 에스토니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이른바 ‘최전방국가’에 대한 방위력을 개
선하기 위해 미국은 2014년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이를 계속 증액하
여 2017년에는 34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2018년에 47억 달러, 2019년에 65억 달러를 의회에 각각 요청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NATO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마주
하고 있는 미군과 NATO군을 강화하기 위함인데,77) 이 같은 상황에서 NATO
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NATO에서의 지위를 후퇴시킬 수 있다
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표 2-1. 프랑스의 핵전력(2019년 기준)
무기체계

개수 배치 연도 사정거리

탄두×파괴력

탄두 유형

탄두수

2,000

1×up to 300 kt

항공용 핵탄두

40

2011

2,000

1×up to 300 kt

항공용 핵탄두

10

32

2010

9,000+

4-6×100 kt MIRV

TN75 핵탄두

160

16

2017

9,000+

4-6×100 kt MIRV

해상용 핵탄두

80

Rafale BF3/ASMPA
(지상 발주)

40

2010

Rafale MF3/ASMPA
(항모 발주)

10

M51.1
M51.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총계

98

300

자료: Kristensen and Korda(2019), p. 52.
76) 전혜원(2018b), p. 9.
77) Klare(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7); NATO(2018), “Defenc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2010-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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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EU 차원의 군대 창설 방안대로 유럽군 창설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NATO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 국방비 책정이라는 목표도 채우지 못하는 유럽국가들이 유럽군
을 위해 국방비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78) 미국의 핵우산에서 유럽
이 빠져나올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항하여 이를 감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6,200여 기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NATO의 핵전력으로 미국은 유럽 5개
국가(영국 제외)에 전투기 탑재용 B61 중력탄을 150~240기 보유하고 있고, 영
국의 경우 핵잠수함 탑재용 Trident 핵탄두를 225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
이다.79)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는 [표 2-1]과 같이 전투기 탑재 핵미사일 50기
와 잠수함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240기 그리고 여분의 핵탄두 10기를 포함하
여 총 3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80) 2021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핵 무장력에 결코 맞설 수 없다.81)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유럽안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78) NATO 회원국들은 2014년 9월 웨일스 NATO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2%에 해당하는 국방비 편성
을 2024년까지 끌어올리고, 국방비 중 20%는 장비구매와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된 바 있었
다: 이수형(2020), p. 4.
79)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25차 NATO 정상회담에서 NATO는 ‘억지와 방어태세 재검토(DDPR)’
를 채택하여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의 수단으로 유럽에 배치되지
않은 미국의 전략핵무기뿐만 아니라 영국과 2009년 3월 NATO에 복귀한 프랑스의 독자적인 전략핵무
기도 포함할 것임을 밝혔다: NATO(2012), “Deterrence and Defence Posture Review,”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3. 3. 2).
80) Kristensen and Korda(2019), pp. 51-55.
81) 2021년 1월 기준 핵탄두를 미국은 5,550기, 러시아는 6,255기, 영국은 225기를 보유하고 있다:
SIPRI(2021), “SIPRI Yearbook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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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미국 간 통상관계
1) EU-미국 무역ㆍ투자
미국과 EU의 통상관계는 양자관계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미국과 EU는 각각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이며, 양측을 합할 경우 2020년 전
세계 GDP의 42.7%, 2019년 세계 무역의 29.1%를 차지한다.82) 양자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83) 양자무역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미국은 EU의
제2위 수입국이며, 제1의 수출대상국이다. EU는 미국의 제2위 수입국이며, 제
2의 수출대상국이다.84)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EU의 경제규모는 15% 감소
하였고, EU의 대미국 무역도 통계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영국을 포함할
경우 EU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미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이다. 한편 [표 2-3]
에 정리된 바와 같이 미국은 EU의 2의 수입국이며, 제1의 수출대상국이다. 경
제규모와 상호 간의 교차투자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무역관계는 앞으로도 상
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표 2-2.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2020년)

순위

국가

1

중국

수입
비중
(백만 유로) (%)
381,237

18.6

순위

국가

1

캐나다

수출
비중
(백만 유로) (%)
223,540

17.8

순위

국가

1

EU27

무역
비중
(백만 유로) (%)
567,774

17.2

2

EU27

363,803

17.8

2

EU27

203,971

16.3

2

중국

490,367

14.9

3

멕시코

284,884

13.9

3

멕시코

186,195

14.9

3

멕시코

471,079

14.3

4

캐나다

236,720

11.6

4

중국

109,130

8.7

4

캐나다

460,260

14

5

일본

104,633

5.1

5

일본

56,118

4.5

5

일본

160,751

4.9

82) WTO(2020), World Trade Statistics 2020, p. 83.
83) IMF, “Datamapper World Datase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84) 이 통계에는 2020년 1월에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영국의 자료가 빠져 있다. 2020년 통계에 영국을
포함할 경우, EU(28개국)는 미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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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수입
비중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6

베트남

69,729

7

한국

66,556

8

스위스

9
10

수출
비중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3.4

6

영국

51,663

3.3

7

한국

44,842

65,725

3.2

8

브라질

대만

52,905

2.6

9

인도

44,817

2.2

10

전 세계 2,045,683 100

무역
비중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4.1

6

한국

111,397

3.6

7

영국

95,619

2.9

30,684

2.4

8

스위스

81,558

2.5

대만

26,700

2.1

9

대만

79,604

2.4

인도

23,984

1.9

10

베트남

78,475

2.4

전 세계 1,253,357 100

3.4

전 세계 3,299,040 1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b),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USA,”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표 2-3. EU의 주요 무역상대국(2020년)
수입
비중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1

중국

383,888

2

미국

202,877

3

영국

4
5

수출
비중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22.4

1

미국

353,353

11.8

2

영국

277,728

167,238

9.8

3

중국

스위스

108,599

6.3

4

러시아

95,037

5.5

5

6

터키

62,466

3.6

7

일본

54,934

3.2

무역
비중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18.3

1

중국

586,737

14.4

2

미국

556,230

15.3

202,849

10.5

3

영국

444,966

12.2

스위스

142,368

7.4

4

스위스

250,967

6.9

러시아

78,977

4.1

5

러시아

174,014

4.8

6

터키

69,887

3.6

6

터키

132,353

3.6

7

일본

55,119

2.9

7

일본

110,053

3

16.1

8

한국

44,105

2.6

8

노르웨이

48,604

2.5

8

노르웨이

90,673

2.5

9

노르웨이

42,069

2.5

9

한국

45,291

2.3

9

한국

89,397

2.5

10

베트남

34,420

2

10

캐나다

33,460

1.7

10

인도

65,191

1.8

전 세계 1,713,840 100

전 세계 1,932,237 100

전 세계 3,646,078 1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b),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USA,” p.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EU의 대미 무역은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림 2-1). 2004년 EU의 대미국 무역은 3,194억 유로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는 6,296억 유로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4.5%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EU의 연평균 역외무역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
이다. 이 기간 중 EU의 역외무역이 주로 중국 등 아시아의 신흥지역을 대상으
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증가세로 볼 수 있다.

제2장 유럽-미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 59

그림 2-1. EU의 대미국 무역추이와 비중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그림 2-2. EU의 대미국 수출입 및 무역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대미국 무역은 전형적인 흑자구조가 고
착화되어 있으며, 흑자 규모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가령 EU의 대미 상품무역 흑자는 2009년 420억 유로였으나, 2019년
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50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증가
는 이 기간 미국경제의 호황, 유로화 약세(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60 •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제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85)
EU 대미 무역수지를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흑
자가 크다(그림 2-3).86) 독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09년에는 260억 유
로 수준까지 감소한 바 있으나, 2015년에는 690억 유로로 최고수준을 기록하
며 EU 전체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증가세를 주도하였다(그림 2-4).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 원인이 저평가된 유로화에 있으며, 독일 정부가 이를 조장
한다고 파악,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고,87)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를 둘러
싸고 학계의 논쟁이 전개되었다.88)

그림 2-3. EU 회원국의 대미국 무역수지(상위 10개국, 2020년)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85) “As Trump Takes Aim at EU Trade, European Officials Brace for Fight”(2020. 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2).
86) 물류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역외수입 중 상당 부분은 역내수출을 위한 것인바, 실
제 네덜란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며, 다른 회원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통
계보다 약간 줄어들 수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적자폭이 미미하며, 금융 중심지로서
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EU-미국 무역관계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87) “Trump’s Administration has a New Target on Trade - and it’s not China or Mexico”(2017.
1. 31), 온라인 기사; “Germany’s Current-account Surplus is a Problem”(2017. 2. 11),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2).
88)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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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독일의 대미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U-미국의 무역수지를 통해 양측을 흑자-적자국으로 구분하는 것은 양측의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EU와 미국은 상호 간에 최
대의 투자국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의 대유럽 투자는 누적 기준 3.6조 달러이
며 이는 미국 해외투자의 60%에 해당하는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
한 투자의 거의 4배에 이른다.89)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 회원국 중
미국 기업이 제일 많이 투자한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순서이며, 이 4개국은 2019년 미국 해외투자의 47.6%를 차지한다. 가령 미국
기업의 대아일랜드 투자는 대중국 투자의 3배에 이른다.

표 2-4. 미국의 해외투자(누적)
2016년
유럽
EU
- 네덜란드

2019년

총액(백만 달러)

비중(%)

총액(백만 달러)

비중(%)

3,302,727

59.8

3,571,710

59.9

3,030,601

54.9

3,299,103

55.4

816,667

14.8

860,528

14.4

89) 가령 2019년 기준 미국 기업의 대영국 투자와 대독일 투자는 대중국 투자에 비해 각각 7배와 1.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Hamilton and Quinlan(202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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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2016년

2019년

총액(백만 달러)

비중(%)

총액(백만 달러)

비중(%)

- 영국

747,425

13.5

851,414

14.3

- 룩셈부르크

646,508

11.7

766,099

12.9

- 아일랜드

399,885

7.2

354,940

6.0

- 독일

129,985

2.4

148,259

2.5

스위스

185,329

3.4

228,968

3.8

867,916

15.7

955,361

16.0

아시아-태평양
- 싱가포르

243,165

4.4

287,951

4.8

- 호주

167,791

3.0

162,400

2.7

- 일본

124,039

2.2

131,793

2.2

- 중국

97,458

1.8

116,203

1.9

- 홍콩

69,287

1.3

81,883

1.4

893,558

16.2

911,869

15.3

중남미
아프리카

49,926

0.9

43,193

0.7

중동

49,123

0.9

75,205

1.3

캐나다

355,394

6.4

402,255

6.7

전 세계

5,518,644

100.0

5,959,592

100.0

주: 유럽은 러시아와 터키를 포함.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Direct Investment by Country and Industry 2019,” p. 6.

그림 2-5. 미국의 대EU 회원국 투자 비교(2019년 누적)
(단위: 10억 달러)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Direct Investment by Country and Industry 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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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 기업의 대미국 투자는 2019년 기준 2.9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아시
아 국가들의 대미국 투자 총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90)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통계청(Eurostat)의 자료에서 살펴보면 EU의 대미국 투자는 전체
역외투자의 1/3을 차지하는데, 대중국 투자에 비해 14배 많은 규모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그림 2-7).
그림 2-6. EU의 대미국과 대중국 해외투자 비교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그림 2-7. EU 회원국의 대미국 투자(2019년, 누적 기준)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90) 2019년 기준 독일 기업의 대미국 누적 투자액은 3,7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액인 370억 달러보다 10배 많다: Hamilton and Quinlan(202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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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호투자로 인해 EU-미국 양자 무역은 해외투자를 통해 설립된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 비중이 매우 높다 하겠다. [표 2-5]
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19년 미국의 대EU 상품수출 중 39%는 계열사 간의 무역
(related party trade)이며, EU의 대미국 수출 중 약 63%가 EU-미국 양측에 위치한
계열사 간에 이루어진다. 가령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대미국 수출 중 87.0%와
70.3%는 계열사 간의 무역이다. 이 현상은 양측이 상호투자를 통해 밀접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높은 기업 내 무역의 비중은 양국의 무역이 경기변동
에 더 적은 영향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표 2-5. EU와 미국의 계열사 기업(related party trade, 내부거래, 2019년)
미국의 수입 중 비중(%)

미국의 수출 중 비중(%)

62.9

38.7

- 독일

69.5

37.1

- 프랑스

47.7

32.4

- 아일랜드

87.0

37.0

- 네덜란드

70.3

56.1

- 영국

54.3

32.4

EU

자료: Hamilton and Quinlan(2021), p. 24, 재인용.

2) EU-미국 통상
200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도하
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점차 동력을 잃어가
는 상황에서 EU와 미국은 점차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EU는 2000년대 중반 과거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모라토리엄 기간에서 벗어나, 원거리 역외국과
포괄적 FTA 체결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6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통
상전략인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역외국과 상
업적 동기에 기반을 둔 FTA를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91) 이에 2007년부터 EU
91) European Commission(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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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무역협상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2004년 1월 싱가포르, 칠레와 FTA를
발효한 데 이어 호주(2005년), 바레인, 모로코, 중미(이상 2006년)와 순차적으로
FTA를 발효시켰고, 2007년 6월에는 한-미 FTA에 서명하였다. 특히 2007년
5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of America)’으로
포괄적 FTA에 관한 기본 틀을 수립하였고, 이를 협상 중이던 페루, 파나마, 한국
과의 무역협정에 적용하였다.
이렇듯 EU와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다자중심의 무역협상에서 FTA를 활용
한 지역주의 무역정책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정작 EU와 미국 간에 FTA
체결을 위한 논의는 검토되지 않았다. 양측 간 FTA 체결에 관한 요구가 산업
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고, 양
측 간의 협상은 경제단체 등 민간 분야를 주축으로 한 사전 협의 또는 분야별
규제 협력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예는 1995년에 양측 정부의 요청에 의
해 다국적 기업들로 형성된 EU-미국 비즈니스대화(TABD: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이다.92) TABD는 2013년 EU-미국 비즈니스위원회(TBC:
Transatlantic Business Council)로 확대ㆍ재편되었다.93) 또한 EU와 미국
은 2007년 EU-미국 경제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설
립, 양측 최상위 관료 간의 협의 채널을 운영하였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EU와 미국이 상호 간에 FTA 추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11월에 발표된 EU의 통상백서에서 EU는 미국과 통상관
계를 구축하면서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
다.94) 이 통상백서는 당시 한국과 타결을 마친 FTA를 높이 평가하며 부록에 FTA
92) 용어상의 일관성을 위해 ‘범대서양(Transatlantic)’을 ‘EU-미국’으로 번역하였다. TABD는 TBC 출
범 이후 산하의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93) Transatlantic Business Counci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94) European Commission(2010),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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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을 열거하고 있는데,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95) 또한 미국의 문헌에서
도 같은 시점에 EU와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반
면에 2011년 11월에 개최된 EU-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일자리와 성장에 관
한 고위실무그룹(high-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을 구성함
으로써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96) 2012년 2월에는 미국 상원이, 5월에
는 하원이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에 찬성한다고 표명하였고, 이에 유럽의회는 같
은 해 10월 결의안에서 미국과 포괄적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고 표명
했다.97) 같은 해 6월 고위실무그룹은 EU-미국 간에 포괄적 무역ㆍ투자협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98) 2013년 2월에 발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동
협정을 ① 시장접근 ② 규제 및 비관세장벽 ③ 국제통상 및 차세대협력 등 3대 분
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99) 실무그룹의 발표 직후 양측 정상은 미국-EU 간
의 포괄적 무역ㆍ투자협정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 협정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
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으로 명명
되어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지원 속에 협상이 시작되었다.100)
TTIP의 추진은 양측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지만, 글로벌 경제의 이
면에서 큰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2008년의 글로벌 금
95) Ibid., p. 20.
96) European Union(2011), “EU-US Summit,” p. 1.
97) European Parliament(201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3 October 2012 on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2012/2149(INI)).
98) 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2012), “Interim Report to Leaders
from the Co-Chairs EU-U.S.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1).
99) 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2013), “Final Report of the
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김영귀, 강유덕, 이경아(2013), p. 5.
100)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12일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무역ㆍ투자협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EU 측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바호주(Manuel Barroso) 위원장이 2월 13일 기자회견
에서 무역ㆍ투자협정 추진을 발표하였고, 미국-EU 양측은 같은 날 TTIP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White House(2013), “Statement from United States President Barack Obama,
European Council President Herman Van Rompuy and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osé Manuel Barros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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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과 EU는 막대한 재정투입 결과 추가적인 경기부양
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에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모색하게 되
었다.101) 둘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적 위상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
벌 경제에서 미국-유럽 중심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긴밀한 협
력이 필요했다.102) 이러한 시각은 일부 언론이 TTIP를 ‘Economic NATO’로
지칭했던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103)
TTIP 협상은 2013년 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 양측은 EU의 바호주(Jose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임기에 맞춰 협상타결을
계획할 정도로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양측은 협상 개시 2년 동안 10차례 공식협상
을 실시하였고, 양허안 교환을 마무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유럽의
회는 협상 기간 중 TTIP 내용을 전제로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104)
미국 하원과 상원은 TTIP와 동시에 협상이 진행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비준절차를 수월
하게 하기 위한 무역촉진법안(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통과시켰
다.105) 그러나 TTIP 협상은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수렴, 투자자-국가소송제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둘러싸고 EU 회원국 내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특히 규제수렴의 경우 TTIP 협상의 주요 협상 분야인 ‘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것으로 EU의 예방주의적 규제 성향과 미국 산업계의 요구
가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TTIP 협상 중 밀실협상과 산업계의 로비가

101) 김정수(2013), pp. 3~4.
102) 전혜원(2013), p. 6.
103) “Cool the Talk of TTIP as an ‘Economic NATO’”(2013. 12.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104) European Parliament(2015),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5 Containing the
European Parliament’s Recommendations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2014/2228(INI),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1).
10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5),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and the Role
of Congress in Trade Policy,”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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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면서 2015년부터 TTIP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증하였다.
TTIP 협상은 2013년 8월~2016년 10월 중 총 15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루었고, 9대 분야를 중심으로 잔여협상이 진행되었다.106) TTIP
협상이 중단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미국의 TPP 탈퇴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재협상,
기체결 무역협정의 재점검 등을 내세울 정도로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
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TTIP 협상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추진
한 TPP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에서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TPP 탈퇴선언은
TTIP 협상을 중단할 것임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2016년 말 TTIP 협상은 사실
상 중단되었고, 이후 2019년 4월 EU 이사회는 결정(decision)을 통해 TTIP 협
상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했던 협상지침이 종료되었음을 확정했다.107)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적인 성향으로 EU-미국 간의 경제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안보상 수입규제를 허용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를
발동하여 역외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
다.108) 이 조치는 과잉생산 능력과 이에 따른 덤핑이 의심되었던 중국뿐만 아
니라 유럽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였다. 2016년 기준 EU의 대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은 각각 84.5억 유로와 16.9억 유로 규모였으며,109) 독

106)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9대 협상 분야는 자동차, 제약, 화학, 화장품, ICT, 살충제, 엔지니어링, 의료기
기, 섬유이다: “TTIP is not Dead as of yet, the 15th Round of Negotiations in New York
Shouts”(2016. 10.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107) Council of the EU(2019), “Council Decision Authorising the Opening o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n Agreement on the Elimination of Tariffs for
Industrial Goods.”
10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8a),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83 FR 11625)”;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8b),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83 FR 11619).”
109) ｢미국-EU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전쟁 시작되나｣(2021. 6.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제2장 유럽-미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 69

일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EU는 미국산 196개 품목에 대해 28억 유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맞대응했다.110) 미국의 조치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EU
의 조치는 같은 액수의 관세를 추정한 후, 철강제품 외에도 식품,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으며, 1년의 기한을 두고 보복
관세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동시에 EU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와 같은 양측의 무역보복은 불과 18개월 전까지
양자간에 야심찬 TTIP 협상이 1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례
를 찾기 어려운 극적인 전환이다.
양측의 무역 갈등은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 간의 정상회의로 일단락되었다. 정상회의 직후 밝힌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자동차 분야의 보조금 철폐, 에너
지 분야의 협력 강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협의, 글로벌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의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111) 그러나
이와 같은 양측의 합의는 불과 2년 전 TTIP 협상 중에 양측이 공유했던 자유
무역에 기초한 무역 확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정상회담과 같은 시기에 트
럼프 대통령은 언론인터뷰에서 EU를 적(foe)이라고 지칭한 바 있기 때문이
다.112) EU의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통상 집행위원 또한 EU-미국 정
상회의 직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맞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
다.113)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중 진행된 일련의 무역 갈등과 합의는

1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886 of 20 June 2018 on Certain Commercial Policy Measures concerning
Certain Products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724.”
111) European Commission(2018a), “Joint U.S.-EU Statement Following President Juncker’s
Visit to the White House Washingt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112) “Trump: EU is One of United States’ Biggest Foes”(2018.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113) Malmström(2018), “Transatlantic Trade in Turbulent Ti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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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정부의 손익 계산에 따른 절충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양측이 대중국, 대
러시아 외교에서 직면한 복잡한 계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미국 간에 형성된 긴밀한 공급망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3. 유럽의 대미 인식
정치ㆍ경제ㆍ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대서양동맹관계에 있던 EU와 미
국 간의 관계는 최근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미국-중국 간 불협화음처럼 겉으로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보이고 있는 EU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시작된 듯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오바마 행정
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오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중
단시켰고,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유네스코로부터 탈퇴하였다. 더 나아가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EU산 항공기와 농산
물, 공산품을 대상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여 EU와 무역전쟁을 벌였다. 코로
나19가 창궐하자 트럼프는 유럽발 여행자의 미국 입국을 일방적으로 금지함으
로써 유럽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적잖은 갈등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양자관계를 악
화시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
해주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SNS의 활성화로 일반 대중은 대외 이슈를 실
시간으로 접하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정책에 좀 더 적극적
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영향

제2장 유럽-미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 71

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수한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정
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정책 결정에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인식과 관련하여 유럽
에서는 유럽외교협회(ECFR)라는 싱크탱크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퓨 리서치 센
터와 독일 마셜 재단 등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기관들이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트럼프 집권 이전과 이후의 대미 인식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EU의 대미 인식
오바마 임기 말 기준 미국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은 2016년 퓨 리서치 센터가 오바마 임기 말 기준
으로 실시한 주요 15개국에서의 지지율이다. 대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미지
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5개국 부정적 이미지 평균: 28.1%, 긍정
적 이미지 평균: 61.4%).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
덴, 네덜란드, 헝가리, 그리스 총 10개국이 유럽국가에 해당한다. 유일하게 그
리스에서 부정적인 평가(58%)가 긍정적인 평가(38%)를 앞섰으나, 이를 제
외하면 모두 큰 폭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를 제거하고자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것이 조
사대상 국가들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낸 것이다.114)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유럽국가들에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었고 이
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115)
114) Pew Research Center(2016), “As Obama Years Draw to Close, President and U.S. Seen
Favorably in Europe and Asia,”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115)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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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오바마 임기 말 기준 세계 주요국들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6), “As Obama Years Draw to Close, President and U.S. Seen Favorably
in Europe and Asia,”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유럽국가들은 비단 2016년뿐만 아니라 오바마 재임 기간 내내 미국에 대해
상당히 수준 높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9 참
고).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초반에 가졌던 긍정적 이미지가 시간이 지나면
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 대상국별로 정도 차이는 있으나 부시 대통령
집권 첫해인 1999/2000년과 말년인 2008년을 비교해보면 폴란드,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모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등의 추세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특히 강하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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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부시 및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 미국에 대한 유럽국가의 인식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6), “As Obama Years Draw to Close, President and U.S. Seen Favorably
in Europe and Asia,”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유럽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같은 기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추세적으로는 다소 비슷한 모습을 보이나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선호도보다 최고 통치권자에 대한 지지 정도
를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은 부시 대통령과 오바

그림 2-10.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유럽국가의 지지율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6), “As Obama Years Draw to Close, President and U.S. Seen Favorably
in Europe and Asia,”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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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통령에 대한 유럽국가의 지지율 추이를 보여준다.
폴란드는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과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조사 대상 5개국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시 대통
령 재임 기간과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간의 편차는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제
일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제일 낮은 수준을 보
였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기간 나타난 미국에 대
한 인식 변화 추이보다 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 추이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보다는 변
화의 폭이 작았으나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 추이는 큰
폭으로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부시 대통령 기간 중에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나 대통령에 대한 인식 모두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오바
마 대통령 기간 중에는 미국에 대한 인식은 독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폴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시 대통령 집권 말년인 2008년 기준 유럽국가의 부시 대통령 지지율은 사
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9ㆍ11 테러사건 이후 부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
내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에서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기 침체를 겪어야 했다. 더욱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옴으로써 경
제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유럽 전역에는 반미
정서가 팽배하였고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불과 20%에 그쳤다.116) 그러
다가 1년 후인 2008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 여론은 급반전하여
83%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117) 특히 조사 대상 5개국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서유럽에서의 상승세가 더욱 높았고, 이들 국가에서의 지지율
은 오바마 임기 8년 내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16)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2010), p.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1).
117)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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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지지율이 높았던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에 유럽국가들은 국제
경제 패권국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은 이에 대한 유럽국가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
융위기의 발원지가 다름 아닌 미국이었던 데다가118)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손실의 규모가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라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실상이 드러났다.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매입해줌
으로써 이 위기 상황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를 통해 유럽인들은 중국의 경
제적 위상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119) 게다가 2010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발발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인들이 중국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계기
가 되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반면, 중
국은 재정위기 당사국인 PIIGS 국가들120)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
다.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에는 유통, 통신, 부동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하여 유동성을 공급해주었고,121) 스페인에는 국채를 매입해주면서 금융업, 관
광, 부동산,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해주었다.122) 아일랜드에는 제조업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고,123) 포르투갈에는 정부 국채를 매입해주고 은
행과 통신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었
다.124) 이렇듯 유럽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미국과 중국의 자세는 매우 대조적이
었다. 이는 경제 패권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위상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에 적
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18) Meunier(2013).
119) Kim, Meunier, and Nyiri(2017), p. 580.
120)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Portugal, Italy, Ireland, Greece, Spain을 말한다.
121) “Greece is tapping China’s deep pockets to help rebuild its economy”(2010. 6.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122) “China to make multimillion pound investment in beleaguered Spain”(2011. 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123) “Ireland at forefront of Chinese plans to conquer Europe”(2010.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124) “China offers help to debt-hit Lisbon”(2010. 11.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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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유럽의 세계 경제 패권국에 대한 인식: 미국 대 중국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6), “As Obama Years Draw to Close, President and U.S. Seen Favorably
in Europe and Asia,”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그림 2-11]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는 2016년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국이라는 인식이 미국이 경제 패권국이라는 인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IIGS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직후
인 2012년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격차가 제일 크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EU의 대미 인식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외교, 안보,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견고한 동맹관
계를 구축해온 유럽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
다.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브렉시트를 위해 영국의 국민투표가 가결되었다는 소식에 환호하며
“영국 국민들은 그들의 독립과 자결권을 보장받기 위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
다”라고 평가했다.125)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제일 먼저 국빈으로 맞이한 외

125) “Donald Trump arrives in UK and hails Brexit vote as ‘great victory’”(2016.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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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상이 영국의 메이(Theresa May) 총리였고,126) 회담 중 그의 ‘유럽회의주
의적(Eurosceptical)’ 시각이 거침없이 드러났다. NATO와의 동맹은 더 이상
“쓸모없는(obsolete)” 관계라고 평가하면서127)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에 불공
정하게 책정된 NATO의 방위비 분담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
다.128) 또한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주도하여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에 대해서도 “미국의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
하게 규제한 반면 외국 기업에는 처벌도 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허
용해왔다”라는 이유로 협정에 반대하며 탈퇴하였다.129)
유럽회의주의를 반영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무역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오바
마 대통령은 미국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 국가들이 공
존하는 세계(multi-partner world)’에서 다양한 국가를 포용하고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130)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경제권을 형성하
고 있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측의 시장에 존재하는 관세와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였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자
유무역협정은 체결되었다면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광역 경제권이 탄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을 중단시
켰다. 그리고 유럽과의 교역에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유럽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은 이밖에도 더 있었다. 먼저 트럼프 대
통령은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한 이란 핵협상에서 탈퇴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기
업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과 거래를
126) “Trump welcomes May as US-UK relationship enters new era”(2017. 1.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127) “Trump tells German paper: NATO is ‘obsolete’”(2017. 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0).
128) “Donald Trump Sets Conditions for Defending NATO Allies Against Attack”(2016. 7.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0).
129) ｢오바마 주도한 ‘파리기후협약’… 트럼프가 탈퇴 준비 ‘끔찍해’｣(2019. 10.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0).
130) Obama(200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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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여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던 프랑스와 독일 등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였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스라엘
의 팔레스타인 억압ㆍ봉쇄정책과 시리아 내 이란 군사시설 폭격 사건 모두에
침묵하면서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131) 인접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중동에서 자칫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대규모 난민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이기도 했다.132)
트럼프 집권 이후 여러 방면에서 기존의 굳건했던 대서양 동맹관계를 흔드
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
다. 다음의 그림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그림 2-12]는 2007~17년 기간 유럽의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나타
낸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년에 보였던 긍정적 인식(61%)과 부정적 인식
(26%)의 차이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반전되어 부정적 인식(52%)이
긍정적 인식(46%)을 넘어섰다. 더욱이 이 부정적 인식 정도는 부시 대통령 임

그림 2-12. 유럽의 미국에 대한 인식 추이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7a), “U.S. Image Suffers as Publics Around World Question Trump’s
Leadership,” p.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131) ｢파기ㆍ탈퇴ㆍ중단…‘트럼프의 미국’ EU 흔들다｣(2018. 6.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2).
1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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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에 유럽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 수준에 근접한 정도로 높
은 수치이다. 다만 이 지지율 추이는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치여서 나라마다의
편차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설문 대상국가 중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그림 2-13]에서처럼 각기
다른 인식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넘어서는 시기가 트럼프 집권 시점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트럼프 집권 시점 이전인 오바마 재임 말기부터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역
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국은 프랑스, 독일과 달리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

그림 2-13. 미국에 대한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인식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a), “British, French and German Publics Give Biden High Marks After U.S.
Election,”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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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재임 기간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도 한동안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트럼프 재임 말기에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는 2020년 세계 13개국을 대상으
로 진행된 미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도 연결된다(그림 2-14 참고). 유럽에서
는 9개 국가가 포함되었는데, 유럽국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긍정
적 평가는 33%에 그친 반면 부정적 평가는 65%에 달했다. 개별 국가 중에서는
특히 벨기에와 독일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각각 75%와 70%로 제일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친미 성향이 높았던 영국에서도 56%에 달했다.
그림 2-14. 2020년 기준 세계 주요국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a), “U.S. Image Plummets Internationally as Most Say Country Has Handled
Coronavirus Badly,”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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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주요 유럽국가에서의 부시,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이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a), “U.S. Image Plummets Internationally as Most Say Country Has Handled
Coronavirus Badly,”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
서 뚜렷해졌다. [그림 2-15]는 트럼프 임기 동안 주요 유럽국가들에서 조사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전임 대통령인 부시 대통
령과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실시된 지지율 변화 추이와 비교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의 지지율은 각각 22%(영국), 14%(프
랑스), 11%(독일), 7%(스페인)를 기록하였다. 재임 기간 중 다소 상승세를 보
이기도 했으나 임기 말년인 2020년에는 각각 19%(영국), 16%(스페인), 11%
(프랑스), 10%(독일)를 기록하여 거의 임기 초반의 지지율 수준에 머무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은 임기 말년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전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는 매우 대비된다. 이는 부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8년의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코로나
19 사태라 할 수 있다. 2020년 1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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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2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그 후 가파른 확
산세를 보여 4월 기준 확진자가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심지어 음모론
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도 마스크 착
용을 거부하고 선거 유세를 감행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대해 유럽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20년 유럽 9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어떠한지를 질문하였는데, 유럽 응답자의
53%는 ‘매우 잘못 대응했다’고 답하였고 ‘잘못 대응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그림 2-16.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였는가?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a), “U.S. Image Plummets Internationally as Most Say Country Has Handled
Coronavirus Badly,”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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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에 달했다(그림 2-16 참고). 유럽 응답자의 85%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반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유럽국가
중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92%)와 독일(88%), 벨기에
(87%)의 순이지만 조사 대상 국가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현안을 다루는 능력에 대한 신
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 2-17]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 유럽 9개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현안을 다루는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85%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안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15%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9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덴마크와 벨

그림 2-17.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현안 대처에 대한 신뢰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a), “U.S. Image Plummets Internationally as Most Say Country Has Handled
Coronavirus Badly,” p.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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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또한 국가간 편
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조사 대상 유럽 9개국 모두 고르게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에 비
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유럽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세계 경제 패권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8]은 유럽 9개국
을 포함한 세계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경제 패권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영국,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
아, 네덜란드, 독일 9개국이 조사 대상국이었으며 여기에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4개국이 추가되었다. 미국, 중국, EU, 일본 중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 패
권국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유럽국가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미
국보다 중국을 선택하였다.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미국을 세계
경제 패권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EU를 경제 패권국이라고 응

그림 2-18. 세계 경제 패권국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a), “U.S. Image Plummets Internationally as Most Say Country Has Handled
Coronavirus Badly,” p.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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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수치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EU 주요 회원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는 응
답자의 18%가 EU를 세계 경제 패권국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17%)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독일 다음으로는 덴마크(16%)와 네덜란드(13%)의 응답 비율
이 높았다.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독일을 비롯한 몇몇 회원국에서
이러한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CFR에서 2019년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 13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경제 패권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를 어느 나라로
생각하는지 미국과 중국, EU, 일본 중에서 선택하도록 질문한다. 반면 ECFR는
유럽국가 14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2-19]는 미국과 EU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9. 미국과 EU 중 어느 나라를 더 신뢰하는가?
(단위: %)

자료: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19), “Give the People What They Want: Popular Demand
for a Strong European Foreign Policy,”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조사 대상 유럽 14개국 모두 미국보다 EU를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미국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3%에 불
과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경우는 45.2%에 달했다. 미국과 EU 어느 쪽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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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36.6%나 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EU에 대한 신뢰
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60%를 기록한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였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나라는 3%에 불과한 슬로바키아와 오
스트리아였다. 오스트리아는 미국과 EU 간의 응답 편차가 가장 높은 나라
(57%p)이며, 편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그리스(13%p)였다. 그리스와 체코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가 EU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다고 답변했다. 이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대서양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EU 스스로를 더 강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
작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국제관계에서 EU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2-20]은 대외관계에서 유럽의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
료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발생 시 어느 나라 편을 들 것인지에 관한 설문 결
과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미국 편에 서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이고, 중
국 편에 서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8.1%로 제일 높았다. 미국 편에 서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폴란드

그림 2-20. 미ㆍ중 갈등 시 어느 나라 편을 들겠는가?

자료: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19) “Give the People What They Want: Popular Demand
for a Strong European Foreign Policy,”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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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덴마크(20%), 이탈리아(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편에 서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슬로바키아(8%)와 네덜란드(7%)에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간 차이는 미미한 정도이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스트리아(83%)와 그리스(82%)에서 가장 높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응답이 세 가지 선택지 중 압도적으로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앞서 제시한 [그림 2-18], [그림 2-19], [그림 2-20]을 종합
적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유럽인들은 미국을 더는 신뢰하지 않으며 세계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대신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을 신뢰하기
보다는 EU 스스로 독자적인 힘을 길러 ‘자강(自强)’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
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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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대중 인식

1. 양자관계
가. 유럽과 중국, 양자관계의 시작과 발전
1975년 5월 유럽과 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냉전 기간 양측은
양자간 통상 및 경제협력, 정치대화, 환경대화, 정상회담, 인권대화 등 초기 관
계 설정을 진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신흥시장으로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었으며, 이에 유럽과 중국은 정치, 경제, 환경 등 영역별
회의를 신설하여 정례화해나갔다.

표 3-1. 1975~2000년 유럽-중국 양자관계 주요 일지
일시

주요 내용

1975. 5.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1979. 2.

Roy Jenkins, 집행위원장 중국 방문, 덩샤오핑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 최초 섬유류 협정 타결

1985. 5.

통상 및 경제협력 협정 서명

1989. 6.

천안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제한 조치 결의

1990. 10. 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 중국과의 단계적 양자관계 재설정에 관한 결정
1992. 6.

양자간 정치대화 신설

1992. 6.

환경대화 신설

1995. 7.

집행위원회, 최초의 ‘중국-유럽 관계에 관한 장기전략’ 발간
인권 이슈에 관한 특별대화 신설

1998. 4.

제1차 EU-중국 정상회담(런던)

양자관계

유럽-중국
양자간 관계
정립 및
설정

1999. 12. 제2차 EU-중국 정상회담(베이징)
2000. 10

제3차 EU-중국 정상회담(런던)

자료: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17), “EU-China Relations: Chron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2000~10년 EU-중국 양측은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관계를 이어나갔다. 양
자관계가 새롭게 전환되던 1998년 이후 정상회담이 연례화되었으며, 연 1회
이상 인권대화가 유럽 도시와 베이징을 오가며 개최되었다. 또한 양측은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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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시 3자 대표(Ministerial Troika)133) 회의, 정치이사회 Troika 회
의 등을 진행해왔다.

표 3-2. 2001~12년 유럽-중국 양자관계 주요 일지
일시

주요 내용

2001. 9.

제4차 EU-중국 정상회담(브뤼셀)

2002. 9.

제5차 EU-중국 정상회담(코펜하겐)

양자관계

2003. 10. 제6차 EU-중국 정상회담(베이징)
제7차 EU-중국 정상회담(헤이그)
- 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2004. 12.
- 관세협력 협정 서명
-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및 R&D협력 협정 서명

2005. 9.

제8차 EU-중국 정상회담(베이징)
- 노동, 고용 및 사회협력에 관한 MOU 서명
- 우주 탐사, 과학 및 기술 발전에 관한 공동협정 서명
-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2006. 9.

제9차 EU-중국 정상회담(헬싱키)
- 새로운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

제10차 EU-중국 정상회담(베이징)
2007. 11. - 경제 및 통상 고위급대화 신설
- 기후변화에 관한 협력 이행 동의
2009. 5.

제11차 EU-중국 정상회담(프라하)
- 금융위기 및 기후변화 이슈 논의

2009. 11.

제12차 EU-중국 정상회담(난징)
- 파트너십 및 협력에 관한 협정 협상에 관한 속행 합의

중국 부상
시기
양자간
협력 강화

제13차 EU-중국 정상회담(브뤼셀)
2010. 10. - (탈냉전 이후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통상 및 투자, 정치대화를
강화할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이슈 논의

2012. 2.

제14차 EU-중국 정상회담(베이징)
- 전략적 파트너십, 통상, 기후변화 포함한 양자간 이슈 논의
- 신규 이니셔티브 공표: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관한 파트너십 / 고위급 대화,
에너지 협력 강화

자료: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17), “EU-China Relations: Chron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133) EU 외교장관 Troika는 당해 EU 의장국 의장, 차기 의장국 의장, EU 집행위원장 등 3자 대표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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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2001년 12월 중국은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해당 기간 양측은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
해왔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경제ㆍ통상협력, 기후변화 논의, 군비통제 및 비
확산 관련 논의 등 외교관계 전 이슈를 망라하였다. 특히 2006년 제9차 정상
회담에서는 양자간 새로운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6년
10월 위원회가 채택한 ‘EU-중국: 더 가까운 파트너, 커지는 책임감(EU-China:
Closer Partners, growing responsibilities)’은 통상 및 투자에 관한 정책페
이퍼로, 이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잘 드러낸다.
해당 시기 EU가 대중국 외교관계에 대한 일관적이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회원국은 대중 정치ㆍ통상 관련 태도와 자세를 제각각 취하고
있었다. EU 국가들의 대중국 정책은 정치적 단호/유화 및 통상정책의 강경/자유무
역/보호주의/대중 의존 여부에 따라 ‘강경한 산업국가(Assertive Industrialists),’
‘이념적 자유무역국가(Ideological Free-Traders),’ ‘유화적 중상주의국가
(Accommodating Mercantilists)’ 그리고 ‘수동적 유럽주의국가(European
Followers)’로 분류된다(표 3-3 참고). EU는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 인권보
호,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유럽통합의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국제관계에서도 추구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중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EU와 회원국들이

표 3-3. 2000~10년 EU 회원국들의 대중국 정책
구분

대중국 정책

해당 국가

강경한 산업국가

정치적 단호함
강경한 통상정책 추구

독일ㆍ폴란드ㆍ체코

이념적 자유무역국가

정치적 단호함, 자유무역강조

영국ㆍ덴마크ㆍ네덜란드ㆍ스웨덴

유화적 중상주의국가

정치적 유화주의
경제적 보호주의

프랑스(2007년 이전)ㆍ이탈리아ㆍ
스페인ㆍ포르투갈ㆍ그리스ㆍ키프로스ㆍ
핀란드ㆍ헝가리ㆍ불가리아ㆍ몰타ㆍ
루마니아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

수동적 유럽주의국가

EU 의존적 대중국 정책

오스트리아ㆍ벨기에ㆍ에스토니아ㆍ
아일랜드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ㆍ룩셈부르크

자료: 전혜원(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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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및 인권 문제 등 중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고, 중국이
기후변화ㆍ개발원조ㆍ자원개발ㆍ에너지ㆍ비확산ㆍ국제금융시장 등 글로벌 이
슈와 관련하여 EU와 접근법을 달리함으로써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134) 이러
한 상황에서 2008년 EU 지도자들이 망명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를 방문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주일 앞두고 있던 EU-중국 정상회담
을 중국 측 결정으로 연기하게 되었으며, 결국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당시
금융ㆍ경제 위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EU로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
에, EU는 양자간 관계에 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표 3-4. 유럽-중국 영역별 양자관계와 주요 이슈
영역

주요 내용

정치

EU 측 고위대표/부위원장, 중국 측 외교부 국무위원 수준에서 외교안보정책
중심으로 연례 양국관계 전략대화
-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 군축, 비확산, 대테러 및 사이버안보
- 국제 표준과 규범에 대한 존중의 전제 조건에 교통, 에너지, 인간과 디지털
연결
- 양측은 UN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를 토대로 연결성을 위한 BRI 협력
논의

양자관계

인권

고위급대화 내 인권 영역 이슈 논의 및 인권대화
- EU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명시된 국제규범, 인권 존중 차원에서 양자간 인권
G2 중국에
대화 진행
대한 대응
- 양측은 EU-중국 2020 어젠다에서 동의한 이슈 논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미ㆍ중
신앙의 자유, 자유 조립 및 협회, 사형, 고문 방지, 인권 상황 등 문제에
갈등기
대한 우려 전달, 소수 민족 및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 사회 통합
및 기타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유럽 민주주의 및 인권 협정(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지원 프로젝트 수행

경제

EU 측 위원장, 중국 측 부총리가 주재하는 고위급 경제 및 무역대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중국 재무부, 중국 인민은행, 중국 금융시장
규제기관 간의 경제 및 금융대화
EU 집행위원회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거시경제대화
- 2020. 12. 30. ‘EU-중국 투자에 관한 포괄적 협정’에 원칙적 합의하였으나
2021. 5. 중국 인권 등 문제로 비준이 공식 중단됨
- 지식재산권 전담협력관계 회의 개최

134) 전혜원(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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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영역

주요 내용

양자관계

- 1998.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체결
- 2012. 혁신협력에 대한 고위급대화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연구 및 혁신
setting up a High Level Innovation Cooperation Dialogue)
- Horizon 2020 연구&혁신협력: 식품/농업/생명과학, 지속가능 도시화, 항공,
환경 및 기후행동, 에너지(비핵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보통신기술, 우주

환경
기후 변화

2003년부터 환경정책대화(EPD) 개최
- 2017. 환경 부문 기술협력에 대한 원칙 합의
- 2017. 물 협력 강화 장관급대화 격상
- 2018.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순환경제협력에 관한 MOU(MOU on Circular
Economy Cooperation) 서명
- 2005. 양자간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협력 및 대화를 위한 고위급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이래 기후변화 파트너십 협력 지속
2018. ‘기후 변화 및 에너지에 관한 2018년 리더 성명(2018 leaders’ statement
on climate change and energy)’ 협력 강화: 장기 온실가스 저감 개발 전략,
배출권 거래, 에너지 효율, 청정에너지, 저공해 운송, 저탄소 도시, 기후 관련
기술 협력(탄소 포집 및 저장[CCS] 포함),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적응 및 기후 탄력성, 다른 개발도상국과 협력
- 2019. 4. EPD 의제 합의: 생물다양성 보전,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의 전략적 문제에 대한 교류,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 G2 중국에
환경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
대한 대응
- 2019. 4. 제8차 EU-중국 에너지 대화/제21차 EU-중국 정상회의 내 에너
미ㆍ중
지 협력 추진: 우선순위 협력 분야 확인(① 에너지 효율 ② 재생 가능한
갈등기
에너지원 ③ 에너지 시스템의 설계 및 변환 ④ 혁신적인 행위자 역할)
- EU-중국 에너지협력 플랫폼(ECECP): 에너지대화 지원, 운영
- 2019. 7. 에너지대화 “중국의 재생 에너지 촉진 및 통합: 도전과 기회” 개최

농업

2006년부터 농업에 관한 EU-중국 대화 연례 개최
- 농업정책(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개발), 농업 무역 및 시장 접근, 농업 연구
및 혁신, 국제기구(WTO, FAO 등)에서의 농업협력과 같은 상호 관심 주제
논의
- 2019. 11. 지리적 표시(GI)에 대한 협력 및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과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 협상 체결(2021. 3. 1. 발효)
- 식품, 농업 및 생명공학에 관한 EU-CN 대표 이니셔티브(FAB)에 따라
2014~20년 EU Horizon 2020 프레임워크 연구 프로그램 진행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

EU-중국 정상 회담과 고위급 경제 무역대화에서 정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주제를
다루고 있음.
2009년부터 집행위원회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 사무총장(DG
CONNECT) MIIT와 매년 정보 기술, 통신 및 정보화에 관한 대화 개최
- 2012. EU-중국 사이버 태스크포스 설립
- 2015. 집행위원회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간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문(Joint Declaration on strategic
cooperation in 5G mobile networks)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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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영역

주요 내용

개발
협력

법률 교육, 사회 보호 개혁 또는 기후변화 완화에서 활동의 지속 가능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대중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 2017. 개발협력에 관한 좀 더 강력한 대화체 설립 합의
- 2019. 11. 제1차 EU와 중국국제개발협력청(CIDCA) 간 개발정책 회의 개최

양자관계

자료: 다음의 문헌 내용을 토대로 필자 정리: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0a), “China and the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EU-중국은 정치, 경제, 인권, 연구 및 혁신, 환경
및 기후변화, 농업, 통신네트워크 및 콘텐츠 기술, 개발협력 등 전방위 이슈에
걸친 협력 및 대화를 진행해왔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의 GDP를 제치고 G2국
가가 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95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3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 GDP는 13조 6,082억 달러로
1952년보다 452배 늘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8.1%로 고속성장 그 자체
였다.135) 2010년대 전반기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있던 EU는 경제와 투자에
관한 대중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대세계 영향력 강화는 미국의 중
국 견제정책을 한층 자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본격
적인 미ㆍ중 갈등이 전개되었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등 주변 지역
에 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점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실질적 대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ㆍ중을 제외한 주요국들
은 이익의 균형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를 모색
해야 하는 외교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EU-중국 관계의 전환점은 2019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발행
한 공식문서 ‘EU-중국 전략 전망(EU-China-A strategic outlook)’에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이익과 가치의 원칙적인 방어
가 가능한 선에서 EU 공동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중국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

135) ｢‘차이나 미라클’…최빈국서 G2 경제대국 부상｣(2019. 9.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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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36) 이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가중되는 미ㆍ중 갈등과 2017년 중
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과 의사결정구조의 중앙집
중화가 진전된 점,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장기화를 위해 임기제가 폐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이
후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EU는 민주주의 가
치 수호를 위한 장기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경시되고 있는 다자체제
와 국제협정을 재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EU의 외교 자세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 미ㆍ중 갈등에 의한 외교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지역의 공통된 태도를 취한 것이며, 이후 EU는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대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Fair and Reciprocal
Partnership)’가 될 수 있도록 이슈별 협력을 조율하게 되었다. EU는 다자주
의 원칙하에 대중관계 주요 이슈에 대해 [표 3-5]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인식하
고, 대응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표 3-5. EU-중국 관계에 대한 EU 측 인식
협력 파트너로서의 중국

협상 대상자로서의 중국

평화와 안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거버넌스
아프리카 개발협력

EU-중국 의제에 대한 미해결 문제
EU-중국 투자관계 재조정
연계성 수렴/발산의 비전

경제적 경쟁자로서의 중국

체제적 경쟁자로서의 중국

중국 거버넌스체계 추진과 ‘차이나 솔루션’
중국의 산업정책의 경쟁적 도전
UN의 규범과 가치 재편
중국의 시장 접근 및 공정한 경쟁의 상호성 결핍
중국의 지역 포럼 및 네트워크
경쟁적 도전으로서의 중국 보안법
대출체제의 대체국 및 ODA 공여국으로서의 중국
연구 및 혁신협력을 위한 도전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 표준화
자료: Grieger(2020), pp. 2-10.

136) European Commission(2019b),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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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중국 양자관계
EU와 중국의 정치 관계는 1984년에 처음 이루어진 장관ㆍ각료 차원 협의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137)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로 유럽공동체는 중
국과의 관계를 일시 동결하였으며 1992년 6월까지 동결된 상태로 관계가 지속
되다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양자 정치대화가 시작되었다. 양측은 1998년에 시
작된 EU-중국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자간 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지속해왔다. 양측은 2002년 제4차 EU-중국 정상회담에서 EU와 중국
사이의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서신을 교환하였고, 2010년 브뤼셀에
서 열린 제13차 EU-중국 정상회담에서는 정치대화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138)
EU와 중국 수교 30주년이 된 해인 2005년, 양측은 새로운 정치대화인
‘EU-중국 전략대화(EU-China Strategic Dialogue)’를 도입하기로 약속하
였고 2009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를 개최하였다.139) 2009년 리스본
조약이 수립된 이후 2010년부터 EU-중국 전략대화는 ‘EU-중국 고위전략대
화(EU-China High Level Strategic Dialogue)’로 격상되었으며,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다.140)
EU는 리스본조약 이후 2010년 12월 1일 EU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인 ‘유
럽대외협력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을 설립하였다. 유럽대
외협력청의 초대 수장은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2009년 12월 1일 취
임한 애슈턴(Catherine Ashton)이었다. 애슈턴 고위대표는 2010년 8월 29

137)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18), “Chronology of EU-China Relations (updated
in October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138) Ibid.
139) Men(2010), “The EU-China Political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7).
140)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18), “Chronology of EU-China Relations (updated
in October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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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중국 구이양(贵阳)을 방문하였고, 이 기간 중
2010년 9월 1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国)와 제1차 EU-중국
고위전략대회를 개최하였다.141) 이날 양측은 어떻게 세계정세를 바라보고, 상
호 간 중국의 발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EU-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현안과 관련하여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
을 교환해 폭넓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대화가 상당부분 필요하고 유
용하다는 데 동의했다.142)
제2차 고위전략대화는 2011년 5월 12일 당시 EU 각료이사회의 순회의장
국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다. 이날 애슈턴 고위대표와 다이빙궈 국무
위원은 양자간 상생 및 양자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었
다. 이날 양측은 네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호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며, 둘째,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상호
이익과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셋째,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
하고 특히 청년, 지방도시, 전문가 및 학자 간 교류에 주력하며, 마지막으로 국
제 문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143)
제3차 고위전략대화는 2012년 7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양측
은 국제정세,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와 더불어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좀 더 실
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합의하였다.144)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양자간 고위
급 전략대화를 유지 및 개선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동등하게 대우하며, 양자간

141)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10), “Dai
Bingguo and Ashton Hold the First China-EU Strategic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142) Ibid.
143)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11), ｢中欧举行第二轮高级别战略对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144)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12), ｢第三轮中欧高级别战略对话在京举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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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극복한다. 둘째, 양자간 새로운 잠재적 분야를 탐색 후 경제 무역협력
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셋째, 문화교류를 강화하며 민간 청
소년 학술교류를 지원한다. 넷째, 각급 외교정책 협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방안보 영역의 정책대화를 개최하며, 해적 방지를 위해 협력함 등이다.
제4차 고위전략대화는 2014년 1월 27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
측 대표자는 양지에치(杨洁篪) 국무위원이었고, EU 측 대표는 애슈턴 외교안
보정책 고위대표였다. 양측은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6차 EU-중국 정상회
의에서 발표된 ‘EU-중국 협력 2020 전략 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
을 위한 양측의 더 중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145) 제5차 고위전략대
화는 2015년 5월 5일 베이징에서 양지에치 국무위원과 EU 외교안보정책 고
위대표인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가 공동 주재했다. 이날 양지에치 국
무위원은 중국의 전면적인 개혁 과정과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소개하였
고,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양측의 공동관심사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해 심층
적인 견해를 교환했다.146)
제6차 EU-중국 고위전략대화는 2016년 6월 10일 브뤼셀 EU본부에서 개
최되었다. 이날 양측은 중국과 EU의 세계정치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양자간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EU-중국 정상회의로 양자간
발전 전략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상 진행속도를 높였
다.147) 이외에도 양측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핵무기 확산방지, 테러 및
전쟁 문제를 함께 해결해 국제정치ㆍ경제적 질서를 확립하는 비전을 공유하였
고, 상호 존중과 평등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대화로 양자관계의 전반적인 향상

145)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14), ｢中欧举行第四轮高级别战略对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146)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15), ｢中欧举行第五轮高级别战略对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147)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분야는 주로 경제무역투자 증진, 기반산업 강화, 디지털 경제, 법무 및 인적교류,
현장협력, 남색경제(蓝色经济: 해양경제개발), 정치안보, 기술혁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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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148) 2017년 4월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
차 EU-중국 고위전략대화에서 양측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소통과 조정을 강화
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동으로 포용적이고 균
형 잡힌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의 이행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을 추진하며, 안보
분야 협력의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 대화에서 양측과 연관이 큰 안보 문제에 대
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의 원칙적 입장교류, 의사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149)
2018년 6월 1일 브뤼셀에서 제8차 EU-중국 고위전략대화가 개최되었다.
중국 측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EU 측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양측 대표자로 회의에 참석 및 주재했다. 양측은 지난 15년간 지속했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
며 다자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협력을 심화 및 강화
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중국에서 추진하는 아시아-유럽대륙의
연결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협력에도 합의하였다.150) 2019년 3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9차 EU-중국 고위전략대화에서 양측은 양자관계에
상당한 발전이 있은 것으로 평가하고, 양자관계의 상호 이익존중과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각자 구상하고 있는 유럽-아시아 간
대륙연결 전략의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탐색하기로 합의하였다.151)

148)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16), ｢第六轮中欧高级别战略对话在布鲁塞尔举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149)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17), ｢第七轮中欧高级别战略对话在京举行｣,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150)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18), ｢中欧举行第八轮高级别战略对话｣,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151)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 (2019), ｢中欧举行第九轮高级别战略对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대륙연결 전략은 일대일로 건설을 뜻하며, EU의 대륙연결 전략은 유럽아시아 연계정책(Europe-Asia Connectivity)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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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양측의 고위전략대화의 분위기는 일정 부분 미묘하게
변화하였다. 2020년 6월 9일 제10차 EU-중국 고위전략대화는 코로나19 사
태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중국 측은 왕이 외교부장이, EU 측은
보렐(Josep Borrell)이 공동 주재했다. 10차 고위전략대화에서 양측은 양자관
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특정 사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152) 예를 들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은 하나의 중
국 원칙(一个中国)에 근거한 주장을 피력하였다.153) 이에 반해 보렐 고위대표
는 민주주의 탄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대화 후 표명하였다.154) 2021년 9
월 2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1차 EU-중국 고위전략대화에서 양측은 국제
사회의 도전 과제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 개
발촉진에 대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인권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견해차를 보였다. 중국 측은 EU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
며 인권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고, 대
만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반대할 것을 분명
히 밝혔다. EU 측은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며
중국 측에 설득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고,155)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을
경제적 파트너로 간주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해 대만에 대한 국가 지
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56)
EU가 중국과 정치ㆍ안보적 관계를 맺는 주된 목적은 공동협력에 근거한 국
제사회 안보 구축 및 협력, 법치를 통한 분쟁 해결, 무역을 위한 동중국해와 남
152)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 (2020), ｢中欧举行第十轮高级别战略对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153) Ibid.
154) “EU reluctant to condemn China over Hong Kong law ahead of September Summit”(2021.
5.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155)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21), ｢王毅同欧盟外交与安全政策高级代表博雷利共同主持第十一轮中
欧高级别战略对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9).
156) “EU calls Taiw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but rules out diplomatic recognition,”
(2021. 9.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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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의 자유로운 비행 및 항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을 돕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157) 중국이 EU와 정치ㆍ안보적 관계를 맺는 주된 목적은 시진
핑 국가 주석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EU가 공동으로 평화공존, 개방협력,
다자주의, 대화 및 협의 등 네 가지 부분에서 협력하자고 강조한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다.158) 이 중 양자간 대화와 협의를 위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같은
국가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고수하였으며,159) 지난 10차례 고
위대화에서 중국은 EU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상호 간 이를 존중할 것을 지속
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밖에 없는 사
안이 발생할 경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EU와 주요 회원국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변화하는 조
짐이 나타나고 있다.160) 유럽의회는 2020년 10월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국이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자국 중심적인 외교정책으로 EU와의 관계
를 해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161) 또한 유럽의회는 2003년 이후 구축된 EU-중
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EU-중국 전략적 협력의제 2020(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으로 확장되었음에도 중국의 과
도한 팽창주의와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
의회는 중국을 ‘협력적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혹은 ‘체제적 라이벌’로 인
식하고 있음을 보고서에서 분명히 밝혔다.162)
2019년 이후 EU와 중국 관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중
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의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를

157)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China(2020), “China and the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158) ｢习近平为何如此重视中欧关系｣(2020. 9.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159) 中华人民共和国驻欧盟使团(2020) op. cit.
160) 전혜원(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161) European Parliament(2020b), “China: From Partner to Rival,”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1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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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을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자유, 인권 등 침해, 둘째, 중국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강압적인 입장 견지, 셋째, 유럽에 대한 중국의 도전 등이
다. 이로 인해 EU는 중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63) 이러한 상
황에서 EU가 중국의 대신장 위구르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양자간 포괄적 투자협정(CAI)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인데,164) 중국 북서
부의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대량 구금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관리에 대한 서방
의 제재에 중국 정부가 2021년 3월 10명의 EU 소속 정치인, 싱크탱크 및 기관
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경직된 양자관계를 보여준 바 있다.165) 이의 대응으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는 포괄적 투자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동결하기로
하였고, 중국이 유럽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협정이 무기한 연장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166)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유럽의회가 중국에 대한 보복제재
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599표, 반대 30표, 기권 58표로 통과시키는 등 양자관
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전개되고 있다.167)
EU-중국 관계의 미래는 최근의 갈등으로 인하여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
된다. 만약 중국이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양자관계가 더욱 예측 불가한 상황
으로 치달을 수 있다. Rühlig(2020)은 EU-중국 관계의 미래가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168)
① EU 회원국, 특히 유로존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연대를 보일지 여부

163) Oertel(2021), “US-China Confrontation and Repercussions for the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164) “How China is Losing Europe,”(2021. 5.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165) “EU Parliament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2021. 5.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166) “How China is Losing Europe,”(2021. 5.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167) Ibid.
168) Rühlig(2020), “Exposing the Fragility of EU-China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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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U에서 외교 및 국방정책 수립에 대한 다수결 도입 등에 따른 중국의 대
EU 영향력 감소 및 EU 내 결속 강화 여부
③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채택 시 EU의 긴밀한 공조 여부(예를 들어
유럽의 5G 구축에 화웨이의 참여 저지를 위한 EU 회원국, EU 집행위원
회, 사이버 보안국 사이의 적극적인 협조)
④ 중국 국내의 경제 자유화를 통해 중국 내에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가능 여부 등이다.
결국 미래의 EU-중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자간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합
의를 끌어내는 것에 있다. 이러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양측이 서로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U가 중국과 긴밀한 논의를 해
서 양측의 정책 우선순위와 수단에 대한 합의를 찾을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럽의 대중국 대응 및 정책
가. 유럽-중국 ‘체제 라이벌 관계’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면에서도 급속히 부상했다. EU나 유럽 각국에 중국과 긴
밀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급속한 협력 증가에
도 불구하고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169) EU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가치인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 인권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양
자관계에서도 추구하고자 한다.170) 하지만 이러한 EU의 행동은 중국이 중요

169) 강수정(2019).
170) 전혜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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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즉 EU와 중국은
서로 추구하는 원칙이 대립되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국면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
을 것이다.
2010년 초반, 유럽의 대중국 전략은 그 형체가 모호하고 EU 차원이나 회원
국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 EU의 대표적인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았고, EU가 개별 국가처럼 일사불란한 정책 수립과 이행 행태를
보이기에는 한계점이 컸기 때문이다.171) 이 시기에는 특히 리스본조약으로
EU가 국제사회에서 단일행위자로 기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
에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부상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하
지만 중국에 대한 EU의 대응은 리스본조약이 수립된 지 10년이 넘은 최근까지
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172) 위에서 언급한 것같이 EU 회원국들조차
중국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각 국가들
이 중국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로 중국에 대해 좀 더 강하고 단일된 목소리를 내
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을 EU와 수교 45주년이 되는 해라고 거듭 강조하였지
만, 유럽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
르게 되었다.173) 지난 10년 동안 유럽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
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중국이 이른바 마스크 외교 및 기
타 조치를 통해 유럽의 공중보건 상황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유럽인들의 중국에 대한 평판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중ㆍ
동부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다.174) 체코는 중ㆍ동부 유럽
에서 중국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국가이고, 체코 정계는 중국의 마스크 외교를

171) Ibid.
172) 강수정(2019); 전혜원(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173) Le Corre(2021), “Europe’s Tightrope Diplomacy on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4).
174) Ibid.

제3장 유럽-중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 105

시작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을 중국이 유리하게 이용해 영향력을 되돌리려고 한
다고 주장했다.175) 2020년 4월 유출된 체코 외교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코로
나19를 활용해 동유럽국가의 지원을 끌어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촉진하고, 서방을 분열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했
다.176) 체코의 반(反)중국 성향에 근거한 태도는 지방 정부의 자매도시 절연 사
례로 나타나기도 했다. 프라하 시장인 흐르지프(Zdeněk Hřib)는 ‘하나의 중
국’ 원칙에 대한 프라하시의 지지조항을 철회하기 위해 베이징시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베이징시는 프라하시와 자매도시
협력을 파기하였다.177) 이에 프라하시가 2020년 1월 13일 타이페이시와 자매
도시를 맺자, 상하이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라하시가 타이페이시와 자매도
시를 맺은 바로 다음 날 프라하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파기하였다.178)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EU가 국제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들이 상충하게 되면 결국 서로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179) 유럽
의회 의원의 과반수는 홍콩의 보안법 이슈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 사
례에 대해 압력을 가할 의향을 보였다.180) 2021년 2월 EU의 외무장관들은 홍
콩에 대한 강화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2월 10일 17+1 그룹 가상정상회의에 중유럽 3개국과 발트 3국
지도자들이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181)
2021년 3월 22일 EU는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수십만 명을 수용하는 수
175) Gosling (2020), “China’s Mask Diplomacy won’t work in the Czech Republic,”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5).
176) Ibid.
177) “Sister-city Relations and Identity Politics: the Case of Prague, Beijing, Taipei, and
Shanghai”(2020. 2.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5).
178) Ibid.
179) EU의 6대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이다. 자세한 정보는 EU의 공식
홈페이지 참고. European Union, “Aims and Valu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26).
180) Le Corre(2021), “Europe’s Tightrope Diplomacy on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4).
18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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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를 운영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 4명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182) 이러한
제재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인권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첫 번째 사례로,
위의 제재에 해당되는 인사들에 대해 EU에는 자산을 동결하고 EU 내 여행을
금지하였으며, EU의 개인 및 단체가 나열된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중국은 당일 EU 관련 유럽의회 의원과 정치안보위원회 의원을
포함한 개인 10명과 단체 4개에 맞제재를 가했다.183) EU 측은 중국이 악의적
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EU
는 신장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EU가 오히려 거짓과 허위정보에 근거하여 중국 내정에 크게 간섭하
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184) 중국은 EU 측이 반성하고 과오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시정할 것
을 촉구했고, 인권에 대한 설교와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위선적인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185) 유럽의회는 2021년 5월
상호 간 제재가 시행되는 동안 중국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
으며, EU-중국 투자협정(CAI) 비준을 잠정 동결시켰다.186)
EU 차원, 특히 EU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러한 행동에 개인적으로 반감
을 표명했다. 사솔리(David Sassoli) 유럽의회 의장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182) “EU imposes sanctions on four Chinese Officials”(2021. 3.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5). 명단에 거론된 중국 관리 4인 중 신장자치구의 전 공산당 부주임인 주하이룬(Zhu Hairun)과
신장생산건설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의 당 서기인 왕준정(Wang
Junzheng)도 포함되었다.
183) European Parliament(2021b), “Chinese counter-sanctions on EU Target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5).
18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1),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Announces Sanctions on Relevant EU entitites and Personnel,”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5).
185) Ibid.
186) European Parliament(2021c), “MEPs refuse any agreement with China whilst sanctions
are in pla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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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의회 인권 관련 소위원회 의원들에게 가한 제재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187) 프랑스의 하원
의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이며 오랜 기간 프랑스의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글룩스
만(Raphael Glucksmann)은 “중국 방문 금지를 포함한 중국의 조치가 위구
르인의 인권옹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다”라고 말하였다.188) 갈러(Michael
Gahler)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외교정책 조정관이자 대변
인은 VOA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만 우호단체 의장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하였으며, 독일 정치인의 EU와
중국 간 대화는 향후 더 어려워지고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189) 슬로
바키아의 유럽의회 의원인 렉스만(Miriam Lexmann)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
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유럽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에게 중국이 위협과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향후 중국이 이런 방식의 대응을 계속한
다면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체제적 경쟁자 관계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
라고 언급하였다.190)
EU 회원국 차원에서도 중국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외무장관은 중국의 제재와 프랑스 의원에 대한 대사의 거듭된
모욕에 대해 중국대사를 소환해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의 언행과 유럽의 선출직 공무원, 연구원, 외교관에 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191) 주 프랑스 중국대사인 샤예(Lu Shaye)
는 위구르 사태 이전에 이미 중국대사관에서 전염병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옹호

187) Sassoli(2021. 3. 22), [@EP_President] “China’s sanctions on MEPs, the Human Rights
Subcommittee and EU bodies are unacceptable and will have consequenc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5).
188) “EU-China Relations Enter Downward Spiral”(2021. 4.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
189) Ibid.
190) Ibid.
191) “Top European Officials slam China’s responses to Sanctions”(2021. 3. 2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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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방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소환된 바 있다.192)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신장에서는 현재 위구르
인들을 대상으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이은 부당한 관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언급하였다.193) 또한 그는 트위터 계정에서 “프랑스와 중국
의 관계에서 결코 국회의원들과 연구자들에 대한 모욕과 협박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람
들을 언제 어디서나 지지하겠다”라고 언급했다.194)
독일의 외무장관 마스(Heiko Maas)는 중국의 EU 제재에 대해 “독일은 EU의
대(對)중 제재를 세계적으로 적용했다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제재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EU는 분명하게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
급했다.195)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독일 의원 뷔티코퍼(Reinhard Bütikofer)
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의 소
리(DW)와의 인터뷰에서 뷔티코퍼는 “그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러한 억압을 외부로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중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196) 벨기에 부총
리 겸 외무장관인 윌메스(Sophie Wilmès)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벨기에

192) France24(2021a), “France Summons China’s envoy over insults, threats to French MP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93) France Diplomacy(2021), “China-Situation of Uighurs-Reply by M. Jean-Yves Le Drian,
Minister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to a Question in the Sen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94) Le Drian(2021. 3. 23), [@JY_LeDrian] “Dans nos relations avec la Chine, il n’y a pas de
place pour les insultes et les tentatives d’intimidation contre des élus de la République
et des chercheurs. Nous défendons ceux qui incarnent la liberté d’expression et la
démocratie. Toujours et partou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95) Maas(2021. 3. 23), [@HeikoMaas] “Wir haben heute das neue EU-Menschenrechtssank
tionsregime global angewandt, auch bei China. Chinas Sanktionen gegen Parlamentarier
und wissenschaftliche Institute als Antwort ist völlig unverständlich. Klar ist: Die EU meint
es ernst bei Menschenrecht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96) “Top European Officials slam China’s responses to Sanctions”(2021. 3. 2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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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U 정책의 핵심인 인권방어를 위해 채택된 조치에 대해 중국 당국에서 EU 기
업과 특히 EU 의원(벨기에 하원의원 1명 포함)을 보복제재 발표한 것에 대해 강
하게 거부한다”라고 언급했다.197) 네덜란드의 뤼테(Mark Rutte) 총리도 중국
의 이러한 맞제재 조치를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블록(Stef Blok)
외무장관이 중국대사를 소환했다고 덧붙였다.198) 뤼테 총리는 이러한 중국의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트위터에 언급하였다.199)
지난 2010년대부터 EU가 중국에 대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반감이 최근
들어서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EU 및 중국 고위관료의 개인적 혹은 공식적인
SNS나 인터넷 플랫폼(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EU는 중국을 견제
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지는 않았다. EU가 수행한 정책적 대응은 결국 진
행하고 있는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비준절차를 중단시켰으며, 이를 통해 중
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마스크 외교 및 EU의
안보에 대한 다양한 위협적인 행동은 공식기관 혹은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명시
되고 있다. 중국은 EU를 포함한 서방사회의 이러한 견제가 내정간섭이라고 반
응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여기고 있다. 양측이
이러한 각자의 원칙을 고수하게 된다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97) Wilmès(2021. 3. 23), [@Sophie_Wilmes] “Belgium strongly rejects the announcement of
the Chinese authorities to sanction EU entities and especially EU MP’s (including one
Belgian MP) in response to measures adopted in defence of human rights, a core tenet
of EU policies. We will follow this up with our EU counterpar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98) “Top European Officials slam China’s responses to Sanctions”(2021. 3. 2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5).
199) Rutte(2021. 3. 23), [@MinPres] “De stap van China is een volledig onterechte reactie
op de maatregelen die in het kader van het EU-mensenrechtensanctieregime zijn
getroffen. In Europees verband zal dit verder worden opgepak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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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2 중국과 유럽의 협력과 대립
1) 기후변화 협력
가) UNFCCC 신기후체제 파리협약
EU는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4년 제7차 환경행동계획(EAP: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에서 Europe 2020의 환경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2020년 제8차 EAP에서는
Europe 2030 목표를 공표하였다. 또한 8차 EAP 법적 의무조항을 포함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2030 어젠다와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간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담겨 있다. 유럽그린딜 이니셔티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200) 첫째, 6개 세부정책 영역을 지정하고, 둘
째, 실질적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을 요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연합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추가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0~2018년 중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 개별 회원국에 대해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여 부과해왔으며, 그 결
과 EU는 경제 규모가 61% 증가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약 23% 감축하였
다.201) 유럽그린딜 6개 세부정책 영역은 ① 청정에너지 ② 지속가능한 산업 ③
건축 ④ 지속가능한 수송 ⑤ 농식품 ⑥ 생물다양성으로 나뉜다. 2021년 6월 28
일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Regulation of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을 최종 승인하였다. 해당 규제는 1990년 대
비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온실가스 제거에서 2030년 기후목표
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이산화탄소 2억 2,500만 톤(CO2 eq-ton)으로 제한
한다는 기후목표를 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200) European Commission(2018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01) 문진영(202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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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구(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dy on Climate Change)의 설
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2)
2010년대 이후 중국 또한 녹색 개혁에 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해왔다.
2015년 중국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한 5대 목표’에 하나의 이슈로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이 포함되었다. 녹색
개선을 위한 세부내용은 ①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ㆍ저탄소 수준 제고
② 에너지 자원 개발ㆍ이용 효율 대폭 제고, 에너지 및 자원 소모ㆍ건설용지ㆍ
탄소배출량 총량제 실시 ③ 효율적 통제,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④ 주체공
능구(主体功能区)203) 설치와 생태안전 보호망 형성으로 구체화되었다.204)
EU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은 EU-중국의 우선 과제이다. 2005년 EU
와 중국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협력 및 대화를 위한 고위급 프레임워크를 신설
하였다. 양측은 해당 회의에서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수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구성
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체제는 2018년 ‘기후변화 및 에너지에 관한 2018년
리더 성명(2018 leaders’ statement on climate change and energy)’으로
협력의 형태가 강화되었다. 해당 회의에서 양측은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
행을 확약하였으며, 탄소배출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s)의
협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후탄력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205) 중국은 세계 제1위 탄
소배출국인 탓에 기후변화 협력 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게다가
202) Council of the EU(2021a), “Council adopts European climate la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03) ‘주체공능구’란 주요 기능지역 사상을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주요 기능지역의 국토공간 개발
구조 최적화, 분류관리 지역정책 시스템 추진, 실적평가제도 실시, 연결조율 메커니즘 구축과 완비 등
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지역협력 발전의 공간 기초를 더욱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스위룽(史育
龙)(2012), p. 3.
204) 양평섭, 박민숙(2015), p. 5.
205)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0a), “China and the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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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으로 EU-중국
간 기후변화 부분에서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해졌다. 당시 미국은 2005년
도 기준 2025년까지 26~28%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이행 및 기후변화 국제기구
분담금 이행의 내용을 담은 NDC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트럼프 대
통령 재임 기간에는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당사국 지위가 유지되
었고,206) 2021년 2월 19일 미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복
귀하였다. 이에 EU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이슈 영역에서 중국의 중요도가 조금
은 덜어졌으나, 여전히 주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주지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
상된다.

나) 탄소국경세
최근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유럽그린딜의 도입 및 2020년 7월 EU특별정상회
의 결정(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 Conclusions)에서 탄소
국경조정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도입이 논
의됨에 따라, EU와의 통상 관계국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력
한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EU 기업은 제품 제조 시 탄소배출과 관련한 비용 상승을
겪는 반면, 탄소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EU국가 기업은 이와 관련된
비용이 적기 때문에, EU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
는 차원에서 CBAM 도입이 제안되었다. CBAM이 도입되면 EU 기업이 탄소배출
규제가 EU보다 느슨한 비EU국가로 이전하려는 현상(Carbon Leakage)을 막
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7)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국경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입장의 성명을 개진
하였다. 중국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는 EU의 CBAM 도입 계획 공표에 대해
206) 최원기(2018), p. 3.
207) 정명규(2021),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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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은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장하는 일방적인 조치이
다. WTO 원리에 반하고 국제사회의 상호 신뢰와 경제성장 전망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반박하였다.208) 이러한 중국의 대응에 미국 케리(John
Kerry) 백악관 기후특사는 중국을 향해 “기후 혼란을 피하려면 탄소배출량을 더
빨리 줄여야 한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할 것”이라 경고하며, CBAM에
대해 “프랑스와 네덜란드, EU 등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설명하였
다.209)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탄소국경세 옹호를 통해 환경ㆍ
기후변화 영역에서 EU와 규범적 가치를 함께함으로써 정치ㆍ안보ㆍ경제 영역
이외에도 규범 영역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환경ㆍ기후변화 이외에 미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국제질서에 대
해 EU의 동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복합적인 구상이기도 하다.

2)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거버넌스
유럽은 중국과 해양 문제에서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해양 부
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EU-중국 해양의 해(the EU-China Blue
Year)’를 선언하였고, 2018년 제20차 정상회담에서 ‘해양을 위한 블루 파트
너십: 더 나은 해양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어업 및 번영하는 해양경제를 위해
(Blue Partnership for the Oceans: towards better ocean governance,
sustainable fisheries and a thriving maritime economy)’ 선언문에 서명
하였다.210) 양자간 해양협력은 UN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준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구
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특히
208) ｢ＥＵの国境炭素税、ＷＴＯの原則に違反＝中国生態環境省｣(2021. 7.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5).
209) ｢존 케리 ‘중국, 탄소배출 더 빨리 줄여야’｣(2021. 7.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5).
210)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0a), “China and the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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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양 개발목표(SDG 14)를 포함한 해양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며 ② UNCLOS의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내용
을 정교화하는 것을 포함, 세계 해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원한다.211)
둘째, 해양경제를 위해 ①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조건 충족, 지원정책에 대
한 공동 토론 및 교환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 촉진 ② 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및 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③ 해양활동에 대한
모범 사례를 교환하기 위한 공동 민간/공공 포럼 구성 가능성 모색 ④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금융원칙 개발 가능성 탐색 및 양측의 금융기관 및 투자자 참여 장려
⑤ 청정기술과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경제 내 순환경제 추진212) 등이다.
해양이 직면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노력으로 결실을 얻을 수 없다.
플라스틱 등 각종 해양 오염물질의 제거, 어종 남획 등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해양수산ㆍ환경집행위원 벨라(Karmenu Vella)는 EU중국 간 해양협력으로 해양환경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 자평하며, 국제 해양 거버넌스는 EU가
추구하는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임을 강조하였다.213) 기후변화, 해양 거버넌스
분야는 EU-중국 양자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어 왔으며 적극적 다자주의 형성
이 가능한 영역이라 하겠다.

3)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
최근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 준수에 관한 영역에서 EU는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양자간 정치ㆍ경제ㆍ관련 이슈는 중국의 국제
211) European Commission(2019c), “EU and China join forces to improve international
ocean govern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12) European Commission(2019d),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Blue Partnership
for the Oceans: towards better ocean governance, sustainable fisheries and a thriving
maritime economy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213)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2018), ｢EU-중국, 해양 파트너십 관계 체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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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범과 가치 미준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EU는 인권의 보편성을 증진하
고, 중국 내 인권 상황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양
측은 고위급회의 내 인권 이슈 대담 및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를 이행해왔다. 1995년 신설된 ‘EU-중국 인권대화’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적 회의를 이어왔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은 수억 명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 개발의 여러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민권
영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수가 감소하였고, 사법부의 전문성이 향상되었
으며, 가정폭력 방지법이 도입되는 등 일련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14)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미ㆍ중 간 갈등은 인권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적해온
해묵은 논쟁이다. ‘인권외교’를 전면에 둔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 의회가 베이
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장을 국제 문제로 부각하고 있고, 중국은 “서방의 정
치적 음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215)
2021년 6월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는 중국
에 특히 신장 지역과 관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중국-영국 공동선
언과 홍콩기본법에 간직된 홍콩의 고도 자치 촉구를 포함해 우리의 가치들을
진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216) 미 정부의 이러한 강력 조치에 EU는 즉각 동
조하여 2021년 3월 22일 중국 인권탄압에 대한 동시제재를 감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중제재에 EU가 32년 만에 동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EU는 신장 지
역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간
214)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0a), “China and the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15) ｢美가 신장위구르 ‘인권외교’ 꺼내자... 中 “무식한 용기｣(2021. 5. 20), ”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216) ｢G7 정상, 신장ㆍ홍콩ㆍ대만 언급하며 중국 직접 비판한 공동성명 채택｣(2021. 6. 1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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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명과 국영 기업 1곳 등 5개 대상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217) 국제사회
는 신장 자치 지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대량 구
금, 강제 불임 치료를 포함한 조직적인 탄압 프로그램에 대해 장기간 경고해왔
다. 미국과 EU가 대중제재를 발표한 날, 동시에 영국과 캐나다 또한 동일한 제
재를 발표하여 민주체제국가들의 가치 준수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표명하였다.
거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중국 외교부는 유럽의회 의원 5명218)과 회원국 국회
의원 3명, 4개 기관을 포함한 유럽 개인 10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하였다.219)
EU와 중국 간 대립은 인권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중국 보복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의회는 2021년 5월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보류를 공표
하였다. CAI 타결 당시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처음으로 강제 노동에 대한 약속
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기본협
약 비준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야심찬 조항에 동의”하였음을 강조
하였으나,220) 당시 유럽의회는 노동권의 보장과 같은 투자협정에서도 수준 높
은 조항이 중국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유럽의회는 중국 당국이 유럽 개인과 단체에 부과한 근거 없는 자의적 제재를 규
탄하며, CAI에 대한 유럽의회 비준을 정당하게 동결한다는 의견을 공표하였
다.221) 유럽의회는 기관 내 의원들이 보복제재 조치됨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
내고 있으며, 추후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행위에

217) “EU-China: Sanctions, threats and boycotts see relations enter downward spiral”(2021.
3.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0).
218)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유럽의회 의원은 Reinhard Bütikofer(The Greens/EFA, 독일), Michael
Gahler(EPP, 독일), Raphaël Glucksmann(S&D, 프랑스), Ilhan Kyuchyuk(Renew Europe,
불가리아) 및 Miriam Lexmann(EPP, 슬로바키아)이다.
219) “EU-China: Sanctions, threats and boycotts see relations enter downward spiral”(2021.
3.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0).
220) European Commission(2020d), “EU and China reach agreement in principle on invest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221) European Parliament(2021c), “MEPs refuse any agreement with China whilst sanctions are
in pla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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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보조금이 시
장에 미치는 왜곡 효과에 대한 조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역내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 및 스크리닝 강화와 같은 자율 조치를 들 수 있다. EU는 또한 중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과 하이브리드 전쟁222)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CAI의 비준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의 가치, 자유주의 시장제도 준수는 EU
의 다자주의 협력에서 일관되고, 우선되는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4) 중국의 지역 포럼 및 네트워크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
진해온 이니셔티브로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해상실크로드를 통칭하는 용어다.

그림 3-1.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2020),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과 유럽으로의 중국 자금 유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22) 하이브리드 전쟁은 우크라이나 침략 당시 러시아에 의해 사용된 새로운 형태의 전략으로, 재래식 전
쟁, 게릴라 및 테러전, 사이버전과 정보전 등 모든 유형의 공격수단을 활용하는 전쟁이며, 따라서 정
규군과 비정규군이 행위자로 모두 전쟁 행위자로 참여하며, 전쟁수단으로는 군사와 민간 방식을 포
괄한다. 고상두(2020),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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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은 구체적으로 교통인프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 양자간 협
력 확대, 인적교류 확대 증진 및 기존 역내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담고 있다.223)
중국의 이러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대응과 정책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
쟁을 숨기지 않았다.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중국이 동아시아로부터 유럽 전역에
이르는 광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 야심찬 프로젝트인 BRI 전략에 대해 강
력한 대응을 시사한다. 즉 미국은 정치ㆍ안보 및 시장경제에서 해당 지역을 중
국의 영향하에 두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현 질서를 무너뜨려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다.224)
EU 또한 BRI에 부정적이다. BRI에 대한 유럽의 시각은 처음부터 엇갈렸
다. BRI 창설 당시 EU 회원국 절반 정도가 이에 참여하였으나, 이를 우려하
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는 미국의 안보질서 확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BRI
사업 자체에 대한 실망의 영향이 크다. BRI 프로젝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빈국들 사이에서 부채 증가 부담 등 부
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25) 중국의 BRI에 대응해 EU는
2018년 ‘유럽의 길(European Way)’(이후 ‘글로벌 연계 유럽 전략(A Globally
Connected Europe)’)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사회는 연결성에 대한 지정학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EU의 경제, 대외 및 개발정책과 안보를 발전시키는 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EU 연결 의제의 이행 기저에는 인권과 규
칙 기반 국제질서의 중심성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글로벌 연계 유럽 전
략’은 지속가능하고(기후 및 환경, 사회, 경제 및 재정), 포괄적이며(운송, 에너
지, 디지털 및 사람 간), 규칙에 기반한(무차별 및 공평한 경쟁의 장 확보) 규제
프레임워크와 물리적 인프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가 대륙 간
223) ｢裘援平：“一带一路”为华商提供无限发展空间｣(2015. 3.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0).
224) 김현정(2021b), p. 60.
225) ｢EU, 中 ‘일대일로’ 대응 ‘유러피언 웨이’ 추진｣(2018.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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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함에 목표를 둔다.226) 동 전략은 2021년 7월 12일 각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또한 ‘B3W(Build Back
Better World)’ 전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의 네트워크 구상에 미국, EU가 전
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BRI의 세부 핵심 전략으로 ‘중국-중ㆍ동부 유럽협의체(C-CEEC:
China-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17+1)’를 주도하여 창
설하였다. 처음에는 16+1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이외 유럽 참여국은 알바니
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이다.227) 중국은 C-CEEC를 통해 중부 유럽의 V4 국
가들(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과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에 대해선 주로 통상과 상품수출, FDI에 주력하고 아직 EU 비회원국
이 다수인 서부 발칸 국가들에 대해선 이 지역의 다소 낙후되고 부족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자국의 입지를 확장해가는 ‘병진 노선(Two Track) 전략’을 구
사하고 있다.228) 중국은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중동 유럽과 협력 강화를 추
진해왔으나, 중국 내 소비자들의 낮은 호응과 C-CEEC에 대한 관심 저조에 따
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투아니아가
2021년 5월 C-CEEC를 탈퇴하였으며, 이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도 2021년 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17+1 화상 회의에 급이 낮은 대표를 참석시키며 17+1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229)

226) Council of the EU(2021b), “Council Conclusions - A Globally Connected Europ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227)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2021),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228) 김철민(2019), pp. 54~55.
229) ｢중국, 중ㆍ동 유럽국과 무역 통한 관계 개선 난항｣(2021. 6.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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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중국 간 통상관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이어진 지난 20년간 EU-중국 양자무역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0~20년 중 EU의 대중국 수출은 235억 유로에서 2,029억 유로
로 8.6배 증가하였고, 수입은 607억 유로에서 3,840억 유로로 6.3배 증가하
였다. 이 기간 중 EU의 대중국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0.2%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EU의 역외수출이 연평균 2.8%씩 증가한 것과 비교할 경우 매우 큰 변화
임을 알 수 있다.230) 이에 EU의 역외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7%에서 2020년 16.3%까지 증가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전체 역외
수입의 22.6%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미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거의 2배
규모이다.

그림 3-2. EU의 대중국 무역 추이와 비중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230) Eurostat, “EU Trade since 1988 by HS2,4,6 and CN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제3장 유럽-중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 121

그림 3-3. EU의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이렇듯 EU의 대중국 무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구조가 고착화
되어 갔다. [그림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EU의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2000년 372억 유로에서 2020년에는 1,811억 유로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대
중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EU의 입장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최근에는 무
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와 불균형 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231)
2020년 기준 EU와 중국은 상호 간에 제1위의 무역상대국이다. 중국은 EU
의 제3위 수출대상국이며 제1위 수입국인데, 특히 EU는 미국에 비해 두 배 가
까운 물량을 중국에 수출한다.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에 이은 2위이나, 영국을 포함시킬 경우 1위가 된
다. 즉 중국의 총수출 중 20% 이상이 ‘EU-27+영국’을 대상으로 할 만큼 EU는
중국에 중요한 시장이다.

231) European Commission(2020a),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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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2020년)
수입
비중
(백만 유로) (%)

국가

무역
비중
(백만 유로) (%)

국가

1

EU27

227,019

12.6

1

미국

396,456

2

대만

176,900

9.8

2

EU27

343,900

3

일본

154,167

8.5

3

홍콩

241,169

4

한국

151,901

8.4

4

일본

124,954

5.5

4

한국

250,858

6.2

5

미국

119,176

6.6

5

베트남

99,945

4.4

5

홍콩

247,408

6.1

6

호주

100,479

5.6

6

한국

98,957

4.4

6

대만

229,571

5.6

7

브라질

73,561

4.1

7

영국

63,620

2.8

7

베트남

168,973

4.1

8

베트남

69,028

3.8

8

인도

58,466

2.6

8

호주

147,326

3.6

9

말레
이시아

65,440

3.6

9

대만

52,671

2.3

9

말레
이시아

115,283

2.8

10

러시아

49,984

2.8

10

싱가포르

50,798

2.2

10

브라질

104,179

2.6

전 세계 1,803,763 100

순위

수출
비중
(백만 유로) (%)

순위

순위

국가

17.4

1

EU27

570,919

14.0

15.1

2

미국

515,632

12.6

10.6

3

일본

279,120

6.8

전 세계 2,274,579 100

전 세계 4,078,342 1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a),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China,”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회원국별로 살펴볼 경우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
원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 상태이다(그림 3-4 참고). 2020년 기준 EU 28
개국 중 19개국은 대중국 수입이 수출에 대해 2배 이상 크다.232) 이러한 구조
는 장기에 걸쳐 고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국 무역적자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구조적 성격을 갖는다.233) [그림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대중국 무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30%를 차지하는 독일이고,

232) 2020년 EU 회원국의 대중국 수입/수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에 수치 표기). 크로아티아
(12.50), 몰타(8.80), 루마니아(7.83), 폴란드(7.82), 체코(7.44), 헝가리(5.84), 네덜란드(5.83), 포
르투갈(5.40), 키프로스(5.10), 슬로베니아(4.76), 그리스(4.38), 라트비아(3.96), 리투아니아
(3.73), 스페인(3.08), 에스토니아(3.05), 영국(2.97), 이탈리아(2.49), 벨기에(2.13), 프랑스(2.06),
불가리아(1.70), 오스트리아(1.43), 룩셈부르크(1.38), 슬로바키아(1.36), 덴마크(1.20), 스웨덴
(1.09), 독일(0.85), 핀란드(0.81), 아일랜드(0.41): Eurostat, “EU Trade since 1988 by HS2,4,6
and CN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233) 다만, 네덜란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EU의 역내외 무역에서 네덜란드가 갖는 기항지 역할에 기인
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은 역내의 다른 국가로 운송되는 일시적 경유인바, 네덜
란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실제로는 작으며, 다른 회원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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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순서이다. 상위 5개국이 대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다른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네덜란드의 수입으로 기록된 것인바, 실제로는 다
른 국가의 대중국 수입에 따른 통계적 효과가 크다.

그림 3-4. EU 회원국의 대중국 무역수지(2020년)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그림 3-5. EU의 대중국 무역 중 각 회원국 비중(2020년)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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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개별 회원국의 역외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역외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
하는 비중은 상이하다. 가령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등 대중국 무역이
총역외무역의 20% 또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회원국이 있는 반면, 10%에 못 미
치는 회원국도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에 대해 EU 회원국이 갖는 민감도는
다소 다를 수 있다.

표 3-7. EU 회원국의 대중국 수출, 수입 비중 변화
(단위: %)

수출

수입

무역(수출+수입)

국가

2010

2020

국가

2010

2020

국가

2010

2020

독일

14.2

17.0

체코

28.9

41.9

체코

19.6

26.0

슬로바키아

12.7

13.1

폴란드

17.7

31.8

네덜란드

18.1

21.3

덴마크

7.1

12.3

헝가리

30.5

30.3

헝가리

20.4

20.1

핀란드

11.4

11.7

네덜란드

24.1

30.2

폴란드

12.7

19.6

스웨덴

7.3

11.6

덴마크

24.8

25.4

독일

17.4

19.0

아일랜드

4.2

11.1

루마니아

19.8

24.0

덴마크

14.7

17.1

영국

5.6

10.4

독일

21.5

22.0

영국

12.3

16.5

불가리아

3.1

9.7

프랑스

16.0

21.0

슬로바키아

14.0

16.1

프랑스

7.2

8.9

이탈리아

17.3

20.9

루마니아

12.3

15.4

오스트리아

7.8

8.7

스페인

15.8

20.7

스페인

11.5

14.8

룩셈부르크

5.5

8.5

영국

16.7

20.6

스웨덴

10.6

14.7

네덜란드

5.6

7.9

크로아티아

18.0

20.1

프랑스

11.4

14.6

스페인

4.4

7.9

에스토니아

18.0

20.0

그리스

8.1

13.6

체코

5.7

6.8

스웨덴

15.1

19.5

몰타

6.5

13.1

헝가리

7.2

6.7

슬로바키아

14.7

19.3

핀란드

11.8

12.9

벨기에

6.5

6.6

몰타

10.3

19.0

이탈리아

12.1

12.4

그리스

3.3

6.6

포르투갈

11.4

18.0

오스트리아

9.9

12.1

이탈리아

6.0

6.1

그리스

10.2

17.9

불가리아

4.8

11.6

에스토니아

4.1

5.1

라트비아

10.5

16.7

에스토니아

9.7

11.6

키프로스

4.4

4.9

오스트리아

12.5

16.6

크로아티아

11.7

11.4

폴란드

4.9

4.9

핀란드

12.4

14.9

포르투갈

7.9

11.3

루마니아

3.0

4.1

키프로스

17.6

14.4

키프로스

15.5

11.0

포르투갈

2.5

3.8

슬로베니아

12.8

14.1

룩셈부르크

29.3

11.0

몰타

3.8

3.5

리투아니아

5.6

13.9

벨기에

10.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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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단위: %)

수출

수입

무역(수출+수입)

국가

2010

2020

국가

2010

2020

슬로베니아

1.7

3.5

룩셈부르크

44.7

13.8

아일랜드

2010

2020

6.4

10.1

라트비아

1.2

3.0

벨기에

13.9

13.6

슬로베니아

7.6

9.3

리투아니아

0.5

2.5

불가리아

6.2

13.1

라트비아

5.6

8.7

크로아티아

0.8

1.8

아일랜드

11.6

8.2

리투아니아

3.3

7.1

주: 각 회원국의 역외무역(비EU 회원국 대상)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Euro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U-중국 관계는 투자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계획을 표방하면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자본에 문호를 열었고, 이에 대규
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유입되기 시작하
였다. 1987년부터는 개혁개방 지역이 확대되면서 FDI 유입이 급증하였는데,
1993년부터는 개발도상국 중 FDI 유치 1위 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에 이
어 전 세계 2위의 투자유치 국가가 되었다.234) 특히 1996~2001년 기간 중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양적 팽창에서 최고조에 달하였다.
2001년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해외진출전략(저우추취, 走出去, going
out)을 채택하고, 해외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은 기존 단순임가공 형태의
FDI 유치에서 벗어나 R&D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도모하였고,
이 기간 중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도 확
대되었다. 초기 중국의 해외투자는 산업생산의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천연자
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에 2001~04년 연평균 44억 달러 수준이
던 해외투자는 2005~07년 186억 달러, 2008~11년 60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
는데, 점차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어 2008~11년에
는 전 세계 M&A 시장의 7.3%를 차지하였다.235)
234) ｢中, 외국인 직접투자 저점 지나고 성장세 굳혀｣(2009. 10.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5).
235) 한재현, 강지연(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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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개방에 맞춰 유럽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확대되었다. 2008년
540억 유로였던 EU의 대중국 누적 투자는 2018년에는 2,027억 유로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236) 그러나 이는 EU 역외 해외투자의 2.4%에 불과한 것이
며, EU의 대미국 투자액의 1/14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잠재력에 비해
EU의 대중국 투자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조건이 컸
기 때문이다. 반면에 2008~17년 중 중국의 대EU 누적투자액은 거의 10배 증
가했다.237)
중국의 대EU 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기업의 대EU 투자가 1990~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데
비해,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투자는 주로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에 집중되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중국의 대EU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림 3-6]에 나

그림 3-6. EU와 중국의 상호 FDI 흐름
(단위: 10억 유로)

자료: Rhodium Group(2018), “EU-China FDI: Working towards More Reciprocity in Investment Relations,”
p. 16.
236) Garcia-Herrero et al.(2020), p. 9; Eurostat, “EU Direct Investment Positions, Breakdown
by Country and Economic Activity (BPM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237) Garcia-Herrero et al.(202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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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EU와 중국의 상호 누적 FDI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Rhodium Group(2018), p. 17.

타난 바와 같이 2014년부터는 EU의 대중국 투자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7년에는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대EU 투자가 EU 기업의 대중국 투자규모
를 넘어서기에 이른다(그림 3-7).
2010년 이후 중국의 대EU 투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림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투자가 M&A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중국 기업의 대EU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럽 기업
의 핵심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M&A 위주의 투자는 회원국별 투자유입 현황으로 다시 한번 확인
된다. 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빅 3 국가에 대한 투자가 높고, 최근 대규모
기업 M&A를 추진한 북유럽에 대한 비중도 높다. 반면에 동부 유럽에 대한 투
자는 매우 미미하다(그림 3-9). 핵심산업에 대한 M&A 위주의 투자는 EU가
FDI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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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국의 대EU FDI 추이와 방식
(단위: 10억 유로)

자료: Rhodium Group(2018), p. 17.

그림 3-9. 중국의 대EU 회원국별 투자 추이
(단위: %)

주: 3대 대상국: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베네룩스: 벨기에ㆍ네덜란드ㆍ룩셈부르크, 동부 유럽: 오스트리아ㆍ불가리아ㆍ체코ㆍ
헝가리ㆍ폴란드ㆍ루마니아ㆍ슬로바키아, 남부 유럽: 크로아티아ㆍ키프로스ㆍ그리스ㆍ이탈리아ㆍ몰타ㆍ포르투갈ㆍ슬로
베니아ㆍ스페인, 북부 유럽: 에스토니아ㆍ덴마크ㆍ핀란드ㆍ아일랜드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ㆍ스웨덴.
자료: Rhodium Group and Merics(202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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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EU의 기본적인 입장은 EU 집행위원회의 2019년 중국 전략백
서에 명시되어 있다.238) EU에 중국은 분야에 따라 다면적 성격의 상대국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은 협력 대상국인 반면, 무역-투자 등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분야에서는 협상 대상국이다. 또한 미래산업 등 기술
분야에서 EU는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체제 등 거버넌스 모델
에서는 체제적 라이벌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중국을 지칭하여 ‘라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19년의 백서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태도가 더욱 공세
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EU 지도부의 성명서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9월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은 EU중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견고한 무역관계를 언급하고, 상호
주의와 공정경쟁에 기반을 둔 균형적 관계 구축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규범
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홍콩의 민주주의, 신장ㆍ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239) 또한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은 협상 파트너이며 경제적 경쟁자, 체제적 라이벌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특히 EU와 중국은 서로 다른 거버넌스와 사회체제 속에서 발
전하였고,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는 보편적 가치임을 역설하였다.240)

238) European Commission(2019a),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239) European Council(2020b), “Remarks by President Charles Michel after the EU-China
Leaders’ Meeting via Video Confer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240) European Commission(2020a),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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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대중 인식
EU와 중국의 관계는 EU와 미국의 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중
국이 개혁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자 EU와 중국은 긴밀한 관계를 맺
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EU에 ‘신아시아
전략(New Asia Strategy),’ ‘전략적 동반자관계,’ ‘글로벌 전략(EU Global
Strategy)’ 등 다양한 전략에 근거한 접근을 보여왔다. 또한 EU와 중국은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천안문 사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와 같이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을 공표하면서 EU와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기 시작하였고, EU가 2018년 ‘연결
성(Connectivity) 전략’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대응책으로 발표함으로써
양자간 경쟁구도가 가시화되었다.
EU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들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9년 초 EU는 중
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정의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국에 대한
유럽의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중국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 또한 이러한 여론이
격화되는 데 일조하였다. 2020년 EU가 중국을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유
포하는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같은 해 6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유럽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EU
는 홍콩인들의 EU 망명, 이민, 비자 및 거주를 지원하고, 홍콩에서 최종 사용하
기 위한 특정 장비 및 기술의 수출지원, 홍콩 학생 및 대학과 관련한 장학금 및
학술교류, 시민사회 지원, 홍콩과 맺은 EU 회원국의 인도협정 및 기타 관련 협
정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답하였으며, 홍콩 국민과 연대를 재확인하였다.241)
2021년 3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소 운영과 관련해 EU는 중국의 인

241) European Council(2020a), “Hong Kong: Council Expresses Grave Concern over National
Security La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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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침해 사례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였고, 이는 중국의 보복제재로 이어졌다.242)
2021년 5월 EU의회에서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의 무기한 동결을 선언하
면서 기존에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근거하여 고위급 전략대화로 쌓아두
었던 관계 또한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듯 EU는 중국과 초기에는 전략적인 협력을 우선으로 시행하였으나, 체
제적 경쟁관계 설정 이후 중국에 대해 EU가 가지고 있었던 비호감이 수면 위
로 떠오르면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유럽의 일반 시민사회 및 대중 또한
인터넷 상용화로 인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
각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접하게 되었다. 또 SNS의 발전으로 유럽의 일반 대중
이 대외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었고, 정책결정자들 또한 이러한
의견을 일부 청취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EU의 대미국 정책 사례와 마
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정책결정자들의 대중국 정책에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EU 또한 정책결정에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하고 있다. EU 차
원의 대중 인식에 대한 보고서나 연구는 많지 않으나 유럽의 대중 인식과 관련
하여 유럽 기관인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과 중부유럽아시
아연구소(Central European Institute Asian Studies)에서 발간한 연구보
고서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퓨 리서치 센터가 2010년 이후
부터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기관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및 보
고서 결과에서 EU가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 관계로 설정한 이전과 이후의 대중
인식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242) European Parliament(2021a), “Chair’s statement of 23 March 2021 on EU sanc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Counter-sanctions by the PR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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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U의 ‘체제적 경쟁자’ 설정 이전 대중 인식
EU의 대중국 체제적 경쟁자 관계 설정 이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인
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8]은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세계태도조사(Global Attitudes Survey)’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EU 회
원국의 중국에 대한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 6개국에서 시작해 2019년
14개국에서 나타난 중국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유럽의 평균지지율은 42%로 선호도가 낮았다. 2011년 일시적인 평균지
지율의 상승(50%)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40% 초반대와 30% 후반대의 지지
율을 보여주었다.

표 3-8. EU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지지율(2019년 기준)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랑스

41

51

40

42

47

50

33

44

41

33

독일

30

34

29

28

28

34

28

34

39

34

스페인

47

55

49

48

39

41

28

43

42

39

폴란드

46

51

50

43

32

39

37

42

36

47

영국

46

59

49

48

47

45

37

45

49

38

체코

-

-

33

34

-

-

-

-

-

27

이탈리아

-

-

30

28

26

40

32

31

29

37

그리스

-

-

56

59

49

-

57

50

43

51

스웨덴

-

-

-

-

-

-

37

41

42

25

헝가리

-

-

-

-

-

-

45

38

43

40

네덜란드

-

-

-

-

-

-

47

49

47

36

불가리아

-

-

-

-

-

-

-

-

-

55

슬로바키아

-

-

-

-

-

-

-

-

-

40

리투아니아

-

-

-

-

-

-

-

-

-

45

자료: China Power(n.d.), “How are Global Views on China Trading?” 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ud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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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중국에 대한 EU 주요 국가별 평균지지율
은 영국(46%), 프랑스(42%), 독일(32%), 이탈리아(32%) 순으로 나타났다. 조
사 기간 2011년 영국(46%→59%)과 프랑스(41%→51%)의 중국 지지율의 일시
적 상승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표 3-8]에 언급된 EU 회원국 중
2019년만 조사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 평균지지율
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52%)로 나타났다. 높은 지지도의 요인으로는 그리
스의 재정위기 이후 심화된 중국과의 경제관계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
를 꼽을 수 있다.243) 이러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그리스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
략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옹호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244) EU 회원국 전반
은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EU국가들 중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스페인과 프랑스의 응답자들 절반 이
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영국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
적인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245) 이와 관련해 EU 회원국 응답자들은 대부
분 중국 정부의 기본권 탄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2014년 EU 회
원국 응답자들은 중국 정부에 중국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인식
하고 있다.246) EU 주요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중국이 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47)
또한 2014년 당시 집권 1년이 조금 넘은 시진핑 주석은 유럽 대중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2019년에 이루어진 설문
243) “Greece is not Abandoning China Even though Others are, ambassador says”(2021. 6.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244) “Greece relishes transparent Chinese investment, looks forward to stronger duture
partnership: Ambassador”(2021. 3.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245) Pew Research Center(2014), “Chapter 2: China’s Ima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246) Ibid.
247) Pew Research Center(2014), “Chapter 2: China’s Image,” 온라인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7b), “Globally, More Name US than China as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 온라인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8), “Chapter 5: International Publics
Divided on China,” 온라인 자료; Pew Research Center (2019), “Chapter 2: Attitudes toward
Chin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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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EU/유럽 지역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248)
EU 회원국 중 그리스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만 중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는데,249) 그리스는 중국의 투자 및 경제관계로 인해 지지율이 다른 EU 회원국
보다 높게 나타났다.250)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EU 회원국을 비롯한 비EU국가들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
고 있으나,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직접투자가 2020년에 30.3%
감소하였다.251)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스에 유입된 투자는 주로 EU
회원국(키프로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순) 혹은 유럽 지역(스위스)에서 이
루어졌다.252)
중국(홍콩 포함)은 그리스의 7번째 FDI 유치국이며, 국가 측면의 투자지원은
EU/유럽 지역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의 민간 차원 투자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그리스 투자는 주로 황금비자 프로그램
(Golden Visa Program)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인은 2019년 기준으로 10억
유로 이상을 그리스에 투자했다.253)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그리스 황금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으며
(표 3-9),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였다(표 3-10).

248) Ibid.
249) Pew Research Center(2012), “Chapter 4: Rating Countries and Institution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250) China Power(n.d.), “How are Global Views on China Trend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251) Enterprise Greece(2020), “Greece Today: Why Gree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252) Ibid.
253) China Invests Overseas(2019), “Chinese invest €1 billion in Greek golden visa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그리스의 황금비자 프로그램은 비EU시민에게 그리스 내에서 25만유로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때 5년짜리 거주비자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유지할 시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추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추가정보는 Enterprise Greece에서 확인 가능하다:
Enterprise Greece(2020), “Greece Today: Why Gree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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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그리스 황금비자 연간 발급 규모

연도

투자자/부동산 소유자에게 발급된 연간
거주허가(개인)

투자자/부동산 소유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된 연간 거주허가(가정)

2014

359

715

2015

771

1,776

2016

1,254

3,115

2017

2,209

5,637

2018

4,102

11,414

2019

7,637

22,844

2020

8,575

25,753

2021

8,692

26,123

자료: Enterprise Greece(2020), “Greece Today: Why Gree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표 3-10. 그리스 황금비자 발급 상위 10개국

순위

투자자/부동산 소유자에게 발급된
연간 거주허가(개인)

투자자/부동산 소유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된
연간 거주허가(가정)

국가

발급량

국가

발급량

1

중국

6,190

중국

18,905

2

터키

541

터키

1,477

3

러시아

474

러시아

1,278

4

레바논

226

레바논

715

5

이집트

199

이란

489

6

이란

152

이집트

477

7

이라크

111

이라크

441

8

우크라이나

87

미국

247

9

요르단

74

시리아

244

10

시리아

69

요르단

-

기타 국가

569

기타 국가

225
1,625

자료: Enterprise Greece(2020), “Greece Today: Why Gree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136 •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그리스의 결과와 대조적으로 EU의 주축이 되는 독일의 대중국 호감도는 지속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3-8). 독일의 젊은 세대 또한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낮은 호감도를 나타냈는데,254) EU의 중국에 대한 반감 혹은 비호감도는 중국
정부의 국민인권보호 미흡이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255)
EU 회원국 응답자들은 중국을 확실하게 미국을 대체할 강대국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응답의 이면에는 중국의 강대국 이미지(경제성장 및 외교적 일
방주의)가 EU 회원국 응답자들에게 주는 불안 요인이 있다.256) EU 회원국 응
답자들은 대부분 중국의 부상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시선을 보였다. 영국과 그
리스 응답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결국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지
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응답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폴란드와 이탈리
아의 응답자들은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하였다.257) 그리
고 많은 응답자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대체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대체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258)

254) Pew Research Center(2015a), “European Millennials more likely than older generations
to view China favorab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255) Ibid.
256) Pew Research Center(2013), “Chapter 3: Attitudes toward China,” 온라인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5), “Chapter 2: Views of China and the Global Balance of Power,”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8).
257) Pew Research Center(2014), “Chapter 2: China’s Ima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258) Pew Research Center(2015a) “European Millennials more likely than older generations to
view China favorably,” 온라인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7b) “Globally, More Name
US than China as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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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EU의 미ㆍ중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단위: %)

자료: Bertelsmann Stiftung(2020), “Survey: Europe’s view of China and the US-Chinese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9)에서 저자 정리

2016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ㆍ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크게는 무역전
쟁으로 비화되면서, EU의 언론매체가 연일 이를 보도하며 유럽인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259) EU 시민 응답자들 중 75% 이상은 미ㆍ중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그림 3-10). 예를 들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과 미국 모두와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260)

259) Bertelsmann Stiftung(2020), “Survey: Europe’s view of China and the US-Chinese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9).
260) Ibid. 독일의 Bertelsman Stiftung은 2019년 9월 EU 28개 회원국 10,263명이 참여한 EU 전체 설
문조사를 의뢰해 EU 시민들이 중국과 미ㆍ중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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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EU의 중요한 파트너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본 설문의 질문은 “어떤 국가가 당신의 국가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까?”이다.
자료: Bertelsmann Stiftung(2020), “Survey: Europe’s view of China and the US-Chinese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9)에서 저자 정리

일반적으로 EU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경제적ㆍ정치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
으며,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다.261) 이러한 관점
은 EU 시민이 자신들의 국가와 EU가 중요한 국제사회의 행위자인 것으로 인
식하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그림 3-11).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5%는 중
국을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지 25%만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EU 시민들은 중국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신뢰도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262) 결국 EU는 국제사회에서 그
들 자신에 대해 더 신뢰하고 있으며, 중국보다는 미국을 EU에 더 적절한 파트
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U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협력과 비전을 같이하는 파트너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261) Ibid.
2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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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의 ‘체제적 경쟁자’ 설정 이후 대중 인식
EU의 2019년 전략문서 발간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적인 시각이 공식화되었
으며, ‘체제적 경쟁자’라는 공식적인 단어로 명문화되었다. 2021년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EU 회원국 응답자들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부정적 의견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263)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20년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퓨 리서치 센터
가 10년 전 이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부정적인 결과치가 최고조
에 달했다.264) 중부유럽아시아연구소(Central Eastern Institute of Asian
Studies)가 지난 2020년 9월과 10월에 유럽의 13개국 대중들을 대상으로 수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과 같이 일부 제한된 의제를 제외하고 유럽

표 3-11. EU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단위: %)

2019

2020

2021

스웨덴

70

85

80

네덜란드

58

73

72

독일

56

71

71

벨기에

-

71

67

프랑스

62

70

66

이탈리아

57

62

60

스페인

53

63

57

그리스

32

-

42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9), “Chapter 2: Attitudes toward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Pew Research Center(2020b),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7); Pew Research Center(2021c), “Large Majorities Say China Does Not
Respect the Personal Freedoms of Its Peop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0).

263) Pew Research Center(2021c), “Large Majorities Say China Does Not Respect the Personal
Freedoms of Its Peop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0).
2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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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265) 일반적으로 스웨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같은 북부 혹은 서부 유럽이 중국에 대해 가장 부정
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중ㆍ동부 지역의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
가리 대중은 중국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북서부
유럽의 대중들에 비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은 편이었다. EU 회원국 중
라트비아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43%)이 부정적 인식(28%) 보다 높게 나
타났다.266)
유럽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대중무역을 제외하
고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은 이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국가로 나타났다(그림
3-12). 반대로 이들 국가 중 중국과의 무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는 러
시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중국의 자국 투자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
며, 북서부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투자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탈
리아, 스페인과 같은 남부 유럽국가들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같은 동부
유럽국가들은 중국의 투자를 비교적 중립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EU 회원국들
중에서는 폴란드와 라트비아가 중국의 투자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가
로 나타났다(그림 3-12).267)

265)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2021), “Survey: Europeans’ views of China in
the age of 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13개국은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영국이다.
266) Ibid.
2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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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유럽인들의 대중무역과 투자의 인식도
(단위: %)

무역

투자

자료: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2021), “Survey: Europeans’ views of China in the age of
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유럽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야는 중국이 국제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타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꼽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교적 호의적인 의견을 보였던 러시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의 응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그림 3-13). 유럽의 대중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성향이 강하나, 동유럽과 서유럽 간 중국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척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에 호의적인 국가일수록 중국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268)

26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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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유럽인들이 인식하는 중국의 국제환경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환경

민주주의

자료: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2021), “Survey: Europeans’ views of China in the age of
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EU 회원국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대처
를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또한 젊은 층보다 기성세대 응답자가 중
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269) 중국에 대한 반감도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불신의 급증으로도 이어졌다(표 3-12).

269) Pew Research Center(2020b),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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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EU 주요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반감도
(단위: %)

2019

2020

2019~2020 사이 변화도

이탈리아

54

75

21 ↑

독일

61

78

17 ↑

네덜란드

53

70

17 ↑

스웨덴

67

82

15 ↑

프랑스

69

80

11 ↑

스페인

66

82

16 ↑

벨기에

-

73

-

덴마크

-

82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9, 2020b)에서 저자 정리.

설문에 응한 EU 회원국 응답자들의 1/3 이상이 시진핑 주석의 국제사회에
대한 행동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인 평가 또한 상승하고 있다(그림 3-14). [그림 3-14]에 따르면 이탈리아, 독
일, 네덜란드, 스웨덴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
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2019년 부정적 평
가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20년 부정적 평가가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3-14.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 추이
(단위: %)

이탈리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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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계속
(단위: %)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b)에서 저자 정리.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이면에서 EU/유럽국가 응답자들 가운데 코로나19 근
원지나 발병에 대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3-15).270) 이
에 대해서는 유럽 응답자들이 속한 지역에 따라 동서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
다. 동유럽의 응답자들은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인공적으
로 만들어졌으며 의도적으로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고 하는 반(反)중국 음모론
을 믿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르비
아나 라트비아의 응답자들 또한 위의 음모론을 상당수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

270)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2021), “Survey: Europeans’ views of China in
the age of COVID-19, Research Paper, Surve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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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반면 서유럽국가들(스웨덴,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다수 응답자는 중국
인들이 박쥐와 야생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지게 되었다는 음모
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 사람들은 중국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
는 인식에 기인한 음모론을 믿고 있고, 서유럽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적 후진성
에 근거한 음모론을 믿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
의 불신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의 연성권력(Soft Power)과 국제적 신뢰도의 한
계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 유럽국가의 응답자들은 코로나19가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1)

그림 3-15. “귀하는 코로나19의 근원지에 대한 다음의 문구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단위: %)

주: 글상자의 문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은 “코로나는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자연적으로 전염되었다.” 은 “코로나19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와 다른 야생동물을 잡아먹어서 퍼지게 되었다”를 의미하며, 은 “코로나19는 중국의 연구소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은 “코로나19는 2019년 미군에 의해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자료: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2021), “Survey: Europeans’ views of China in the age of
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27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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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중국에 대한 EU의 인식은 암묵적인 비호감에서 가시
적인 반감으로 발전했다.272)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공개토론에서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고, 우한에서 발원했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
이에 중국의 외교 공관 중 일부가 유럽 민주주의 국가의 코로나19에 대한 공격
적인 비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273)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유럽인들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욱 악화되기 시작했다.274)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EU는 중국의 선전
활동을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여겼으며 이와 관련해 EU의 외교안보정책 고
위대표인 보렐은 이를 내러티브전쟁(Battle of Narratives)이라고 명명하였
다.275) EU는 이어서 유럽대외관계청을 통해 유럽에서 중국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 행동들에 대해 허위정보 관련 특집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열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EU는 중국의 원조와 결함이 있는 원조를 정치화하는 사례에 우
려를 표했으며, 결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국제사
회의 우방 구축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276)
EU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 여기고 있다. 2020년은 중국-EU 양자관계가 45주년이 되는 해로, EU는 중
국의 구조적 무역 및 기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양자간 포괄
적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지만,277) 다섯 달 만에 투자협정 비준
272) Le Corre and Brattberg(2020),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Shattered Europe’s
Illusions of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
273) Ibid.
274) Ibid.; Pew Research Center(2020b),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11. 17);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2021), “Survey: Europeans’ views of China in the age of COVID-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
275) Le Corre and Brattberg(2020),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Shattered Europe’s
Illusions of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
276) Ibid.
27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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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결하였다.278) EU 집행위원회의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수석부회장은 중국과의 협정이 EU에 불리하며, 협정 비준이 EU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79)
중국에 대한 낮은 지지도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응답자들 중 젊은
세대는 중국을 기성세대보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280) 2014년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에 의하면, 프랑스(61%), 영국(59%), 그리스(57%), 스
페인(52%) 응답자 중 18세부터 33세 사이 젊은 유럽인들의 절반 이상은 중국
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281) 그리고 이들 젊은 EU 회원국 응답자들
은 기성세대보다 중국이 세계 경제 및 전략적 초강대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으
며, 미국을 대체했거나 언젠가 대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282) 2019년 설
문조사에서는 젊은 세대(18~29세) 응답자들이 중국에 대해 더 호의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83) 또한 러시아와 가까웠던 동구권의 일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 낮은 편으로, 향후 EU의 확장 및 추가 회원국 가
입 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유럽이 가
지고 있던 대중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어느 정
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이며,
부정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278) “EU suspends efforts to ratify controversial investment deal with China”(2021. 5.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279) Ibid.
280) Pew Research Center(2015a), “European Millennials more likely than older generations
to view China favorably,” 온라인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9), “Chapter 2: Attitudes
toward Chin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8).
281) Pew Research Center(2015b), “Chapter 2: Views of China and the Global Balance of
Pow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282) Pew Research Center(2015a) “European Millennials more likely than older generations
to view China favorab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283) Pew Research Center(2019), “Chapter 2: Attitudes toward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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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ㆍ중 갈등구조와 유럽
가. 미ㆍ중 갈등구조와 유럽의 인식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외정책의 핵심은 다자
주의 국제질서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취임 직후 그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파
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와 UN인권이사회에도 복귀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악화되었던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 동맹들과 관계를 회복해 궁극적으
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강조되었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되살려 미국이 한국, 일
본, 호주 등 동맹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상당한 규모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도 적지 않은 만큼, 중국과 미국이 완전한 디커플링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는 예상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후 지난 수개월
간 드러난 중국 견제 행보는 당초 예상보다 더 강경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쟁점화되었던 미ㆍ중 갈등 이슈들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
령 취임 직후 제일 먼저 불거진 이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권
유린 이슈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민족인 위구르족은 중국을 비롯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수용소
에 감금하거나 불임 시술을 강제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의 인권유린 행
위를 자행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신장 지역 내 무슬림 정책과 소수민족 정

150 •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책이 반인간적 범죄임을 규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폼페
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상대로 무슬림 집단학살을 감행하고 있다
고 비난하였다.284)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단정짓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다.285) 바이든 행정부하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 또한 위구르족 집단학살 문제에 관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한 목소리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언급하였
다.286)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며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집권 고위인사 28명을 상대로 “중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
ㆍ중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였다.287) 이에 따라 해
당 인사들은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관련 업체 취업 또한 제한된다.
인권유린 이슈가 결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인권과 정치시스템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시각 차이가 크다 보니 이들의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운 듯
하다. 미국은 중국을 단순한 무역 경쟁국 이상의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어 미
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적 차
원의 대립 양상은 이미 2021년 6월부터 본격화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군부 또는 감시기술 개발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59개 기업에 대해 미국인의 투
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288) 이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 금지하였던
48곳에서 11곳 늘어난 수치이다. 예전부터 리스트에 포함되었던 화웨이, 차이
나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중국 소수민족 탄압에 악용
284)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2021. 1.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2).
285) ｢바이든, 시진핑과 첫 통화…홍콩ㆍ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거론｣(2021. 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7).
286) ｢폼페이오 “中 신장 집단학살”…블링컨 “강경책 옳아” 호응｣(2021. 1.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7).
287) ｢중국, 폼페이오 등 트럼프 정권 인사 28명 제재…“자주권 침해”｣(2021. 1.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7).
288) ｢바이든, 화웨이 등 中 59개 기업에 투자금지 행정명령｣(2021. 6.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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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안면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비롯한 군산복합 기업들이 추
가로 선정되었다. 이들 기업의 추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인권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289)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021년 8월 2일부터 해당 기업의 주
식이나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이들 기업이 포함된 펀드에도 투자가 금지되는 이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견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290) 그 해당 기업의 수와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
중 강경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적 강공책에 관해서는 2021년 2월에 개최된 뮌헨안보회의
(Munch Security Conference) 특별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매년 회동하여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대화체이다. 올해에는 소
규모 특별 비대면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북대서양 관계가 시험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서방이 함께 중국과의 경쟁 등 다양
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평화와 공동의
가치 및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국제경제체계 기반
을 흔드는” 중국 정부의 경제적 남용과 강압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291)
이와 더불어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대면회의로 진행된 G7 정상회의 합
의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7개국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
로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프라 추진 계획에 합의했다.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 국가는
40조 달러를 투자하여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 기후 변화 대
응, 보건ㆍ안보체계 확충, 디지털 발전, 성평등과 교육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289) ｢중국 더 죄는 바이든…中기업 59곳 투자금지｣(2021. 6.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2).
290) ｢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미국, 투자금지 중국기업 59개로 확대｣(2021. 6.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2).
291) ｢세종논평 ‘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 바이든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메시지’｣(2021. 3. 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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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92) 이것이 실현된다면 100여 개국과 협력하여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
프리카를 연결하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구상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과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현재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는 것은 유럽의 대외관계 노선의 방향을 예측
해보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1년 6월 유
럽 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2000년에 비하여 2021년에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유럽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추이(2020년 대 2021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b), “America’s Image Abroad Rebounds With Transition From Trump to
Biden,”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292) ｢G7, 中 싫어하는 문제 전부 언급…“우리의 가치 증진할 것”｣(2021. 6.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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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8개국 중에서 반등폭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 31%에서 65%로 34%p
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다음을 잇고 있는데, 독일은 26%
에서 59%로, 이탈리아는 45%에서 74%로 각각 33%p와 29%p 상승을 나타냈
다. 2020년까지 미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던 그리스(54%)에서도 2021년
에 9%p가 증가하여 63%에 달했다. 비록 나라별로 증가폭에는 편차가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긍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에 대한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국제문제를 잘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으로 인해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의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79%, 72%,
65%로 반등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트
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매우 놀랄 만한 수준의 반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

그림 4-2.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지지율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a), “British, French and German Publics Give Biden High Marks After U.S.
Election,”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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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취임 직후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취한 행
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소원했
던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취임 직후인 3월 25일, 화
상으로 진행된 유럽이사회에 참석하여 ‘미국의 귀환’을 알리고 동맹과의 관계 회
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293)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사회에
초청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유럽정상회담 참석은 11년 만에 이루
어진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유럽이사회에 초청한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
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유럽이사회 참석은 EU와 미국 간의 미래협력
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할 기회이며, EU 또한 대서양동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기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대서양 관계 회복에 대한 새로
운 기대감을 표출하였다.294) 이와 같은 시기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브뤼셀
에서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유
린 문제, 홍콩 및 남중국 문제 등 다양한 중국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고위급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295)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대서양 무역분쟁’ 또한 해결되어 가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유럽을 방문하여 양자간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종식하고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던 보
복관세를 철회하고 양자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안에 서명하였다.296)
유럽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취함에
따라 유럽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거는 기대 또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은 독일, 프랑스, 영국 국민들이 사안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
지는 기대감의 수준을 나타낸다.
293) 윤성원(2021), p. 249.
294) “US president joins virtual European Council summit as leaders celebrate shared values”(2021.
3.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1).
295) ｢미국-EU, ‘대중국 공조’ 위한 양자대화 재개｣(2021. 3.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296) ｢EU와 화해한 바이든, 中 견제 협력 강조｣(2021. 6.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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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유럽인들의 기대감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a), “British, French and German Publics Give Biden High Marks After U.S.
Election,”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
이 제일 많았다. 세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특히 제일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고
(69%), 제일 낮은 영국에서도 과반수(57%)는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큰 변화
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세 국가 평균이 22%에 달했다. 그러나 ‘악화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평균 7%에 불과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세 나라 모두 ‘더 잘 대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평균 67%로 높게 나타났다. 외교정책과 반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는 영국에서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제일 높았고(67%), 독일에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제일 낮았다(64%). 그 대신 독일 국민의 상당 비율(29%)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답했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세 나라 평균
4%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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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평균 71%라는 높은 비율로 세 나라 모두 ‘더 잘
대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72%라는 높
은 수준의 긍정적 답변이 나왔으며 영국도 70%에 달했다. ‘더 악화될 것’으로
답한 비율은 평균 6%에 불과했다. 이렇듯 유럽 국민들은 대외정책,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주요 당면 과제 모두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자보다 더 나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중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 및 그림 4-5
참고).

그림 4-4.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d), “China’s International Image Remains Broadly Negative as Views of
the U.S. Rebo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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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경제 파트너로 선호하는 국가(미국 대 중국)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d), “China’s International Image Remains Broadly Negative as Views of
the U.S. Rebo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유럽 9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
상 유럽국가들은 [그림 4-4]처럼 모두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을 선호한다고 응
답했다. 유럽국가들이 응답한 미국 선호도는 평균 62%로 캐나다의 61%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74%)이고 프
랑스(65%)와 영국(64%)이 뒤를 잇고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는 벨기에이나
벨기에 역시 56%를 나타내고 있어 과반수 국민이 미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선호도는 평균 28%에 그쳤다.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가
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52%)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18%)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파트너로 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 결과
와도 연결된다. [그림 4-5]를 보면 미국과 중국 중 경제 파트너로 선호하는 쪽
은 어느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각각 64%와 20%로 유럽국가들은 미국을
선택했다. 모든 조사 대상국이 미국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유럽국가 중
에서는 스웨덴에서 미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82%). 이는
캐나다의 응답 비율(87%)과 불과 5%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스웨덴은 또한
유럽국가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11%).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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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국을 높게 선호한 나라로는 네덜란드(69%), 영국(66%), 이탈리아
(66%)가 있다. 중국을 선호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24%)이고 다
음으로는 그리스(22%)와 스페인(22%)이 있다. 평균치만 보더라도 미국을 선
호하는 비율이 중국을 선호하는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국가별 신뢰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럽 9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서 실시된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 대
한 신뢰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그림 4-6).
유럽국가 9개국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중에서 평
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높았다(77%). 바이든 대통령 다
음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높았으며(76%), 다음으로는 마크롱 대통령(64%), 푸
틴 대통령(26%), 시진핑 주석(22%) 순이었다. 조사 대상 리더들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신뢰도가 높았고 시진핑 주석이 제일 낮은 것이다. 그들 간의 신
뢰도 차이 또한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덜란드(86%)와 스
웨덴(85%)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림 4-6.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국가별 신뢰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b), “America’s Image Abroad Rebounds With Transition From Trump to
Biden,” p.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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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67%). 시진핑 주석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36%에
그쳤고, 네덜란드가 그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25%). 반면 스웨덴은 제
일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12%).
앞 장에서 기술한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트럼프 재임 기간
과 바이든 취임 이후 사이에 유럽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재임 중에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급감하고 중국을 패권국으로 보는 경향
이 우세했으나 바이든 취임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
등하였고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유럽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민주주의 모델의 한계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4-7. 미국 정치시스템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b), “America’s Image Abroad Rebounds With Transition From Trump to
Biden,” p.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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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b), “America’s Image Abroad Rebounds With Transition From Trump to
Biden,” p.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그림 4-7]은 미국 정치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이다. 조사 대
상 유럽 9개국만 놓고 본다면 미국 정치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전
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4%에 달하며 잘 작동하고 있거
나 잘 작동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달하였다.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응답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44%에 달하는 부정적 응답 비율
은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48%)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긍정적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다. 조사 대상 유럽국가들의 평균치를 보면 미국이 좋은 모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친 반면, 과거에는 좋은 모델이었으나 더 이상은 아니라고 응

제4장 바이든 시대 미ㆍ중 갈등과 유럽의 선택 • 161

답한 비율은 53%에 달했다. 한 번도 좋은 모델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
도 평균 24%에 달해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치인 23%를 웃돌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벨기
에, 스웨덴, 독일 등 대부분의 조사 대상 유럽국가들에게서 과반수가 미국식 민
주주의가 과거에는 바람직한 모델이었으나 더 이상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지역별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연 바람직한 모델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럽은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자 하는 것인가? 이에 대
해서는 다음의 인식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4-9]는 유럽
의 미래에 대해 유럽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
럽외교협회(ECFR)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 시각은 ‘미국을 신뢰한다(In America We Trust)’는 시각이다. 이 시각
은 미국은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반면 EU는 힘이 없고 쇠퇴하고 있다고 인식하
는 시각이다. 두 번째 시각은 ‘서방세계를 신뢰한다(In the West We Trust)’
는 시각이다. 이는 서방세계의 정치ㆍ경제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미
국과 EU가 모두 번영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이 미래에 서방세계를 추월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세 번째 시각은 ‘모두
쇠퇴한다(In Decline We Trust)’고 믿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유럽과 미국 모
두 약하고 쇠퇴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서방의 위상을
넘어섰다고 인식하고 있다. 네 번째 시각은 ‘유럽을 신뢰한다(In Europe We
Trust)’는 시각이다. 이는 유럽은 굳건한 반면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 시
각이다. [그림 4-9]는 유럽인들이 네 가지 시각 중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
며 조사 대상국별 시각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비교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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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유럽의 미래에 대한 유럽인들의 네 가지 시각과 국가별 차이
(단위: %)

자료: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 “The Crisis of American Power: How Europeans See
Biden’s America,”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네 가지 시각 중에서 ‘유럽을 신뢰한다’가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35%), ‘모두 쇠퇴한다’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서방세계를 신뢰한다’가 그다음을 차지했다(20%).
유럽은 쇠퇴하고 미국은 번영할 것이라고 믿는 ‘미국을 신뢰한다’는 시각은 가
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9%). 다시 말해 유럽이 미국보다 굳건하다고 믿는
유럽인이 가장 많으며, 그에 못지않게 유럽과 미국이 모두 쇠퇴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 유럽인의 수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9]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국가별로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미국을 신뢰한다’는 시각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9%에 불과하
지만 이탈리아에서는 22%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폴란드와 프랑스
에서도 각각 12%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서방세계를 신뢰한다’는 시각의
경우, 헝가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선택하였고 폴란드에서는 응답자의 48%
가 선택하는 등 주로 중동부 유럽에서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두 쇠퇴한다’는 시각은 서유럽국가들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프랑스는 응답자의 43%, 영국은 42%, 스페인은 38%, 이탈리아는 36%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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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 응답률을 보였다. 네 번째 ‘유럽을 신뢰한다’는 시각은 주로 북부 유럽
을 중심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덴마크는 60%의 응답률로 가장 높은 응답
을 기록했으며, 독일 53%, 스웨덴 51%, 네덜란드 50%를 각각 기록했다. 포르
투갈에서도 37%를 기록했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 모두 쇠퇴하고 대신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유럽 국가는 유럽과 미국 모두 번영할 것으로 보며,
북부 유럽의 경우 미국은 쇠퇴하지만 유럽은 건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하다.

나. 미ㆍ중 갈등과 유럽의 대응
미ㆍ중 갈등은 경제와 무역, 외교와 안보 그리고 지정학적 양상을 모두 포괄
하는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ㆍ중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EU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왜
냐하면 유럽은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서로
핵심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EU는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를 함께
이끌어온 동맹관계에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딜
레마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관계는 중국의 경제력 성장과 국제교
역의 확대와 함께 빠르게 발전했다. 2019년 기준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으로, EU는 중국에 제1의 무역 파트너로 발전했다. 그런
데 EU가 중국을 포용하는 문제도 그리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국의 비민주
적 행태나 유럽 내 반중정서가 크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매우 부
정적이다.
당분간 미ㆍ중 경쟁은 군사력에 기반한 충돌보다는 국제 기준과 규칙에 기반
하여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장악하기 위한 조용한 패권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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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바이든 행정부 시대 유럽은 어떠한 전
략적 선택을 전개해나갈 것인가? ‘체제적 라이벌’이자 ‘경제적 협력 파트너’인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인가? 이 질문은 ‘미ㆍ중 경쟁 시대, 유럽의 대응’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연
구가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의식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는 달
리 대서양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인 대서양 동맹관계의 성격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유럽이 대중(對中) 압박정책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사실 대서양 관계는
소위 ‘밀월관계’였다고 설명하는 냉전 시기에조차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나 공공의 적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영역에
서는 팽팽한 경쟁관계를 보여왔다. 대서양 관계를 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
면, 유럽에 미국은 문명을 공유하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시에 이해관계
에 따른 ‘경쟁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서양 관계의 성격을 가리켜 일부 학자
들은 대서양 관계를 ‘공생적 경쟁관계’ 또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로 설명하
기도 했다. 대서양 관계가 공통의 가치와 문명이라는 동질성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잠재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또는 지정학적 중요
성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서 유럽
은 미국과 어떠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장에서는 ‘미ㆍ중 패권
경쟁의 시대, 유럽의 대응과 선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대서양 관계
를 전망해본다.

1) ‘규범 세력’으로서 EU와 ‘힘의 세력’으로서 미국
미국과 EU는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큰 차이를 보여왔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케이건(Robert Kagan)은 “힘의 사용과 위기의식에
대한 인식에서 유럽과 미국이 판이하다”라는 것에 기초해 양자관계를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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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하기도 했다.297) 케이건의 주장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과 EU 간 차이는 2000년대 크게 두드러졌다. 비
록 미국과 EU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경주해왔음에도 탈냉전 이
후 양자관계에서 보이는 갈등적 양상은 냉전 기간에 비해 더 증가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무역, 이란 핵합의, 기후변화, NATO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걷
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시대, NATO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양자간 갈등은 그 수위가 매우 높아져 대서양 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수
준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는 EU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유럽만의 독자적인 외교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EU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특수한 정체성을 구축하면서
미국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왔다. 유럽은 이른바 ‘규범 세
력(normative power)’으로서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정
치적 가치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마너스(Ian
Manners)에 따르면, 규범 세력이란 대상국에 대해서 물리적 힘 혹은 물질적
인센티브가 아닌 정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9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럽은 규
범의 외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력으로 유럽만의 외교 정체성을 발전시
켜왔다. 특히 평화, 자유, 법치주의, 차별 철폐, 환경 보호, 인권과 같은 문제에서
유럽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모범적 실천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
한 유럽의 외교 정체성을 미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 외교정책의 토대는 힘 또는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EU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향상 등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EU 외교정책의 근간은 무

297) Kagan(2002), “Power and Weak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298) Manners(2002),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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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규범적 가치다.299)
이뿐만 아니라, EU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미국과 같은 일방주의
(unilateralism)적 외교 형태를 보이기보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적 국
제기구의 통로를 활용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빈번하게 활용해왔다. 이러한 모습
과 달리 EU는 외교협상 및 다자주의적 국제기구의 통로와 다양한 행위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해왔다. 이 점이 EU 외교정책
의 특수성이다. 다자주의는 외교에서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타국의 이익도 최
대한 고려하는 것으로 국익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
므로 다자주의 속에서는 어떠한 국가든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적
어지며 합의된 원칙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300)
21세기에 접어들면서 EU는 미국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국제정치 무대에
서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이 국가이익을
위해 힘에 기반을 둔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EU는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규범적 가치 구현을 외교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EU는 환경, 기후변화,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버안보
(cyber security) 등 민주주의 규범 및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국제규범을 이끌
고 다자주의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EU가 규범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체성을 구축해왔다는 점은 대외
정책에서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EU 외교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해
EU의 대중(對中)정책도 미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령 EU는 대중 압박 문제에서도 규범 세력으로서 인권 등 국제사회 규범을 받아
들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99) Majtenyi, Lorena, and Alexander(2016).
300) 최진우, 김새미(2016),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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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맹의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 ‘전략적 자주성’ 강화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패권경쟁에 직면한 현재 EU는 ‘전략적 자주성
(strategic autonomy)’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자주성이란 EU 정상회
의 상임의장 미셸이 정의했듯이, “EU가 자주적인 세력이자 선택의 주인이며
운명의 주인”301)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즉, EU가 스스로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교, 국방, 산업, 기술 측면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개념
이다. 그러므로 ‘전략적 자주성 강화’는 EU가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
맹의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
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체제적 라이벌이자 경제적 협력 대상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EU의 고민은
2020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문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문건
에 의하면, EU는 중국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다른 유형의 상대국으로 구분짓
고 있다. EU에 중국은 EU가 밀접하게 목표를 조율할 부문에서는 ‘협력 파트
너’, 이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부분에서는 ‘협상 대상자’, 그리고 기술 지배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경쟁자’로 설명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유럽과 체제와 이
데올로기가 다른 ‘체제적 경쟁자’로 정의되고 있다.302) 이러한 정의를 통해 예
측해볼 수 있는 것은 EU가 중국을 ‘협력’과 ‘대립’의 영역으로 세밀하게 구분하
여 대중국 외교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전통적 안보 측면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시각을 미국과 함께할 가능성
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11월 발행한 ‘NATO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이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같은 즉각적 수준의 군사위협은 아니나,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가들에 위협이 될 수 있
다”303)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EU가 중국을 유럽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
301) ｢자주성 키우는 유럽...미ㆍ중 선택 압력 거부한다｣(2021. 9.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30).
302) European Commission(2021f), “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303) NATO(2020),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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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의 부상에 대해 EU가 미국과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다. EU의 이러한 행보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트럼프 행정부 때 균열을 보였던 대
서양동맹을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EU는 ‘글로벌 변화에
대한 새로운 EU-미국 어젠다(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를
발표하며 양자간 협력을 독려하였다.304)
하지만 대서양 관계는 21세기에 새롭게 제기된 두 가지 도전, 즉 ‘다극성
(multipolarity)’과 ‘신흥지역 강대국(emerging regional powers)’의 출현
에 직면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냉전시대 이래 미국 주도의 군사적 단극체제가
막을 내리고 중국 등 새로운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부상함으로써 세력의 다극
체제로의 전이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적 군사
동맹을 유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05) 바이든 행정부의 대
서양동맹 복원 노력은 향후 세력배분구조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인다. 하
지만 대서양동맹 복원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대서양 관계 재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동맹의 가치를 공유함과 동시에 무역, 중국, 러시아 및
NATO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자율성(autonomy)’ 또는 ‘비의존성
(non-dependence)’을 강화해나갈 가능성도 있다.306) 이것이 동맹의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에 선 EU의 전략적 선택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EU의 외교도
미국의 압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전략적 선택을 통해 EU의
자주성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EU의 선
택은 비단 오늘날의 현상만은 아니다. 1960년대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드골은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 between
USA and UK)’를 의식하고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고자 영국이 유
304) European Commission(2021f), “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305) 전재성(2009), p. 2.
306) Jolyon(2021),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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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드골은 영국이 EU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영국은 섬나라로 대륙과 다르다. 또 영
국이 EU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상이성 때문에 회원국들의 결속이 약해질 우려
가 있다. 결국 EU는 미국에 의지하며 지시를 받는 거대한 ‘대서양 공동체
(Atlantic Community)’가 될 수도 있다.”307) 유럽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확장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드골은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을 반대했고
1966년 프랑스의 모든 군대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부터 철수시켰다.
EU 역사에서 드골과 미국의 충돌은 EU의 독자성 강화와 대서양주의가 충돌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같은 역사는 EU와 미국이 동질성을 바탕으로 대서양동맹을 강화해나
갈 가능성이 크지만, 새로운 국제정세에 직면해서 동맹관계의 성격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패권경
쟁이라는 국제정세에 직면해서 EU는 ‘전략적 자주성 강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대중 압박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EU의 전략적
선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EU는 중국의 비민주적인 행태나 인권 문제에 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관세전쟁과 같은 미국의 대중 압박에는 장단을 맞
추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EU는 중국과 다각적인 관계를 설정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 사이에서 실용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이래 꾸준히 지역통합을 달성해온 EU는 그 성과에 힘입어 국가간
평화, 경제적 번영, 민주정치의 발전, 인권과 법치의 확립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하나의 모델이자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
서 EU는 과거 대서양 중심적 대외전략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고 있
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EU에 이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중국은
경제적 협력 대상국이기도 했다. 비록 중국은 가치에서는 동질성을 찾기 매우
어려운 대상이지만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는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의 부상에
307) 김유정(2017), p. 14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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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서 EU의 고민은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관계 설정에 잘 나타나 있다. EU
는 ‘협력’과 ‘대립’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중국을 경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매우 다른 정치체제를 갖춘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EU는 환경, 인권, 비민주적 형태에 대해서는 중국을
압박하지만, 경제 부문에서는 미국의 대중전략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선 모습으
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EU가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 사이에서 미국의 압
력에 흔들리지 않고 실익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ㆍ중 간 갈등에 대한 EU의 대응과 대서양 관계의 발전
을 전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1세기 ‘신흥지역 강대국’의 출현과 이로 인
한 세력의 ‘다극성’은 대서양 동맹관계에도 하나의 도전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도전과 함께 대서양동맹은 동맹 내부의 ‘세력균형’과 새로운 동맹관계 재정립
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전략적 자주성 강화’를 주장하며 ‘동맹의 가치’와 ‘실
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EU가
대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EU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의미한다.

2. 유럽의 선택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동맹 강화와 유럽의 협력 가능성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동맹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출범과 더불어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과 ‘신
(新)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축’,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강화’ 등을 기치로 하여 기
존의 전통적 동맹의 복원과 신동맹 구축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미
국의 경쟁국이나 적대국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을 통한 압박과 협력’ 전략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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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 간 무역과 안보상 경쟁은 지속하
되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는 협력하는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1월 27일 취임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은 미ㆍ중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고, 그 관계는 적대적이
고 경쟁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308)라고 밝히면서 향후 중국에 대해 대립
과 협력의 양면정책을 펼 것임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8년간 지낸 외교 전문가이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북핵 문제 등
동북아 문제를 다룬 바 있고, 블링컨 국무장관의 경우 2009~13년 사이에 바이
든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 하반기인
2015~17년 국무부 차관을 맡은 바 있으므로 중국에 대해 철저히 실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4-1. 미국의 전통적 역할 분야
핵심요소

글로벌 리더십

자유 국제질서 수호
및 증진

주요 특징
∙ 글로벌 이슈 확인 및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도모
∙ 국제 규칙과 규범의 강제
∙ 국제주의적ㆍ개입주의적 외교정책
∙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외교정책
∙ 자유주의적 질서ㆍ국제주의ㆍ패권을 반영한 외교정책
∙ 힘과 강제에 의한 영토변경 불인정 및 주권적 영토에 대한 존중
∙ 국가간 분쟁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
∙ 국제법, 글로벌 규칙 및 규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
∙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및 투자체제 활용
∙ 국제 수역ㆍ영공ㆍ우주ㆍ사이버 공간의 국제 공유재화

∙ 권위주의적ㆍ비민주적 정부 형태에 대한 비판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
∙ 미국 소프트파워의 한 부문으로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 수호 및 증진
수호 및 증진
∙ 가치 공유 국가간 협력
유라시아의 지역
패권 등장 차단

∙ 유라시아의 인구ㆍ자원ㆍ경제 활동을 고려할 때, 유라시아 지역 내 패권 등장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힘의 집중을 초래

자료: 오태현, 이현진, 윤형준(2021), p. 3.

308) ｢블링컨 “미ㆍ중 관계가 가장 중요…기후에는 손잡고, 인권 짚을 것”｣(2021. 1. 28),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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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시절 NATO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유럽방위군 창설을 제시
한 프랑스와의 갈등, 독일 주둔 미군 철수로 인한 독일과의 갈등 등으로 미국
과 유럽 간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유럽동맹국들
과의 ‘대서양동맹’ 복원을 다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 2021년 2월 19일에 개최된 ‘가상뮌헨안보회의(2021 Virtual 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미국이 돌아왔고(America is back)”, “범대서
양동맹이 돌아왔음(Transatlantic alliance is back)”을 알리며 동맹 복원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는 범대서양동맹이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와 공동번영(shared
prosperity)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난 20세기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유럽
과 미국 간의 동반자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유지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309)
대서양동맹을 복원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를 2021년 6월 영국과 벨기에로 정하였다. 특히 6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영국 콘웰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참여와 이어진 유럽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서양동맹 복원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G7 정상회의에 G7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
국들도 참가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기
존 우방국들과의 공조 또한 과시한 셈이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친 뒤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신뢰를 재
건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고, NATO를 갈취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중요
한 요소로 본다”라고 밝히며310) 특히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2021년 6월 14일 개최된 NATO 정상회의

309) White House(2021a),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the 2021 Virtual Munich Security
Confer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5).
310) “G7 summit: Biden says America is back at the table”(2021. 6.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8).

제4장 바이든 시대 미ㆍ중 갈등과 유럽의 선택 • 173

에 앞서 6월 10일 ‘신대서양 헌장(The New Atlantic Charter)’311)에 서명하
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및 제도 수호,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제도ㆍ
법ㆍ규범 강화, 코로나19 종식, 공정무역,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공격 대응, 집
단안보 등 8개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대서양동맹을 통하
여 지켜야 할 가치들을 공유하였다. 원래 ‘대서양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인 가운데 유럽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파시즘에 대항하여 세계평화를 수호하겠
다는 취지로 1941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80여 년 만에 새로운 대서양헌장이 탄생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NATO 유럽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가운데 2019년 12월에 개최된 NATO 창설 70주년 런던정상회담 이후 처음으
로 2021년 6월 14일 NATO 정상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바이든 대통
령으로서는 대서양동맹 복원을 기치로 삼은 뒤 개최된 첫 NATO 정상회담으
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날 회담에서 NATO 30개국 정상들은 ‘범대서양
관계(transatlantic relations)’ 증진을 위해 새로운 장을 열 것을 확고히 하였
고, ‘NATO 2030 이니셔티브(2030 Initiative)’312)의 주요 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난 뒤 성명서(Communiqué)313)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를 통해 정상들은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한 우려와 테러,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에 대한 안보적 대응을 확인하였고, 사이버안보 및 관련 기술협력을
위해 ‘북대서양 방위혁신촉진(DIANA: Defence Innovation Accelerator
of the North Atlantic)’ 차원에서 ‘NATO 혁신기금(NATO Innovation
Fund)’ 출연 및 ‘2010 전략개념’을 수정한 ‘신전략개념’을 2022년에 채택하
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성명서에는 2019년 정상회의 때와 달리 중국 문제와 관
련하여 NATO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중국의 강압정책, 불투명
311) White House(2021b), “The New Atlantic Char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6).
312) NATO의 9개 분야에 대한 어젠다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것: NATO(2021b), “NATO 2030
Factshee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8).
313) NATO(2021a), “Brussels Summit Communiqu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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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사력의 현대화, 역정보 등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동맹안보
에 대한 ‘체제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시되었다.314) 끝으로
2019년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NATO 동맹국들 간에 갈등을 빚었던 방
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동맹의 억제와 방어 증진 차원에서 2014년 웨일
스 NATO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GDP의 2% 방위비 투자가 2024년까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가운데 6월 15일 브뤼셀에서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EU-미국 정상회의를 하며 미국과 EU
간 ‘범대서양 동반자(transatlantic partnership)’ 관계를 새롭게 할 것에 합
의하였다.315) 특히 이날의 성명(EU-US Summit 2021 Statement)316)을 통
해 양측은 중국의 신장성과 티베트에 대한 인권침해, 대만해협 문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 홍콩 문제, 경제적 억압, 허위정보 유포, 지역안보 문제와 관
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협
력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중국의 기술 굴기 등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수준의 ‘무
역기술위원회(TTC: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신설할 것
임을 밝힘으로써 전방위적인 대중국 견제를 시사하였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적극적인 외교적 행보로 G7 정상회의와
NATO 정상회의, EU-미국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유럽의 전통
적 동맹국들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외교적으
로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연이어 미ㆍ중 갈등이 지
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간 쿼드(Quad)
와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5개국 간 영어권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ㆍ영국ㆍ호주 3자 안보협의체 AUKUS(Australia,
314) 정은숙(2021).
315) European Council(2021), “EU-US Summit 2021 Statement: Towards a renewed Transatlant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6).
3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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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United States)를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서양동맹
복원을 위해 EUㆍNATO와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에 대한 적극적
인 관계 개선에 나섬으로써 유럽과의 협력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럽의 공조와 협력 가능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NATO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의 대외정
책에 대하여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오고 있었으므로 바
이든 대통령의 대서양동맹 회복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U는 2003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로 지명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10년
후반부터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로 간주하였으며 ‘체제적
라이벌(systemic rival)’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317) 중국에 대한 EU의 이러한
인식 변화가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의 유럽확산에 따라 더 구체화되었고, 미
국의 대중국 견제와 맞물려 EU와 미국의 동조가 가시화되었다. 이에 바이든 대
통령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와 보렐 고위대표는 ‘EU-미
국: 글로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범대서양 의제(EU-US: A new transatlantic
agenda for global change)’를 제시하면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EU-미국 안
보방위대화(a new EU-US Security and Defence Dialogue)’를 개최하여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범대서양 및 국제안
보 증진과 다자주의체제 강화를 천명하였다.318) 이와 더불어 2021년 6월 15일
EU는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범대서양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할
것과 미국과 공조하여 대중국 인권, 경제, 지역안보, 기술협력 등과 관련 공동전
선을 펼 것을 밝힘으로써 유럽이 미국과 함께 대서양동맹의 회복에 매우 적극적
317) 전혜원(2020b), p. 3.
318) European Commission(2020b), “EU-US: A new transatlantic agenda for global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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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유럽의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TO의 경우 2019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특히 중국을 대서양동맹의 도전세력으로 인지함으로써 유럽과 미국 간의 전통적
인 협력을 부각하였고,319) 중국의 부상이 ‘북대서양조약’ 제5조320)에서 언급한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security)을 유지하는 데 위협된다는 사실을 공유한 바 있
다. 이와 더불어 NATO가 2020년 11월에 발행한 ‘NATO 2030’ 보고서에서 중국
에 대한 NATO의 대응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목함에 따라,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EU가 경제적ㆍ외교적인 면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에 주력한 것과 별도로 안보적인
면에서도 미국과 공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 4-2 참고).

표 4-2. ‘NATO 2030’에 나타난 대중국 대응 권고 분야
1. 중국에 대응하여 동맹국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능력을 배양함. NATO 각 기관과 위원회들을 통하여
사이버, 하이브리드(hybrid), 첨단 및 혁신기술(EDTs), 우주공간, 군비통제 및 비핵확산 영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차단해야 함.
2. NATO는 중국의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여 더 많은 시간과 정치적 자원 투여 및 행동을 취해야 함.
세계는 2030년까지 중국의 능력 향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정치적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NATO는 동맹국의 안보를 해치는 중국의 활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동맹 내 중국 관련 정보 및 분석 공유 강화
-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및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복원력 및 대응력 구축
-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응하여 동맹국 안보를 위한 대처 능력 강화
- 유럽최고동맹군사령관(SACEUR) 책임하의 집단방위, 군사대비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對)중국
모니터링 및 방어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 EU와의 공조를 통한 주요 취약 부분 및 공급망 점검
- 동맹국들의 개별적 혹은 17+1 유형 및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Road Initiative) 유형으로
대(對)중국 대응 시 NATO의 협력 강화
- 중국의 ‘민군연합전술(integrated MCF doctrine)’에 대응하여 동맹국들이 중국의 침투에 취약한
타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적ㆍ군사적 개입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4. NATO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된 이익 및 차이점(군비 통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국과 정치적
대화를 지속함. NATO는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중국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중국 대표단과 관계를 유지함.
자료: NATO(2020),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0), p. 28.

319) 전혜원(2020b), p. 18.
320) NATO(1949), “The North Atlantic Trea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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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는 ‘NATO 2030’에서 중국의 위협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고, 중국이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영토적 야욕을 보임에 따라 중국
이 자국의 권력과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제사회에 심대한 도전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대부분
의 NATO 동맹국에 경제적 경쟁자이고 교역 파트너이지만, 중국을 단순한 경
제적 플레이어나 아시아에만 국한된 안보 행위자(security actor)가 아니라 전
영역에 걸친 ‘체제적 라이벌’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NATO 2030’은 중국이 러시아만큼 유럽-대서양 지역에 즉각적인 군사적 위
협이 되지는 않지만, 중-러 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ㆍ전투기
ㆍ항공모함ㆍ공격용 핵잠수함 활용, 우주개발 능력 확대, 대규모 미사일 기지
건설을 통한 대서양ㆍ지중해ㆍ북극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일대일로, 극지
실크로드, 사이버 실크로드의 급속한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
다.321) 다만 NATO가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경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
라 필요시(군비통제 분야 등) 정치적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음도 ‘NATO 2030’
에 적시하고 있다. NATO의 이러한 대중국 인식을 바탕으로 2021년 6월에 개
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제시하였는데,322)
중국의 군사 현대화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NATO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NATO 2030’에 근거한 대중국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혀 미국과 NATO 간의 추가 공조가 예상된다.
서방국가들의 대(對)중국 견제는 여러 세기에 걸쳐 있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세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우려하여 서방국가들이 공동적으로 대응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의 경우는 이미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뿐만이 아니라 대중

321) NATO(2020),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0).
322) NATO(2021a), “Brussels Summit Communiqu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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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견제라는 이중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323)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비록 프랑스와는 2021년 9월 3자 안보협
의체인 AUKUS의 구축에 따라 갈등이 있긴 하겠지만, 전통적인 대서양동맹 유
지 관점에서 이들 3개국과의 뚜렷한 공조 양상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영국의 브렉시트로 EU에서 영국의 역할 축소와 함께 EU 내 대서양주
의 입장의 약화로 EU가 프랑스 및 독일과 함께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에 나설
수 있음에 따라 대서양동맹 구축 과정에서 유럽주의국가의 태도가 한층 더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서양주의국가에 속하는 영국이 같
은 앵글로색슨계에 속하는 미국과의 공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대서
양동맹 재건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멀어진 상황에서 자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및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유
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밀접하게 미국과 공조할 것이고, 코로나19와 관련하
여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더욱 고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중
국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관심을 많이 둘 것으로 보인다.324)
독일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NATO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비롯하여 2020년 6월 독일 주둔 미군 일부 철수 결정으로 갈등의 골
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가 정
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을 미국
의 최대 우방국이자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미ㆍ독 관계의 재건 및 강화
(rebuilding and strengthening)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양국관계가 트
럼프 대통령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back to normalcy)’로 회귀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325)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독일로부터의 미군 일부 철수 계획을 철회하였고, 2021년 4월 12일 오스틴
(Lloyd Austin) 미 국방장관은 NATO와 독일의 결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향
323) 김현정(2021b), p. 67.
324) 조은정(2021), p. 16.
325) 오태현, 이현진, 윤형준(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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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미군 500명을 추가 배치할 것임을 밝혔다.326) 2021년 9월 26일에 치른 독
일 총선에서 사민당(SPD)이 제1당이 되면서 연정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러한 가운데 2005년부터 16년간 기민ㆍ기사 연합의 보수 통치하에 독일을 이
끌어오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지도자로서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
해온 메르켈327)의 퇴진 이후 사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차기 독일 정부에서는 중
국의 부상을 감안하여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일방주의와 특히 NATO의 방위비 분담
금 갈등 등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2018년 11월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 제
의에 이어 2020년 2월 제56차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 2020)’에서 유럽이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같은 가까운 국가들과의 관
계 설정에서 ‘범대서양정책’이 아니라 ‘유럽정책(European Policy)’을 구사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 전략(European Strategy)’ 개발과 ‘강력한 유럽
군’ 창설을 역설하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328)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대
통령 당선 후 마크롱 대통령은 EU 회원국 정상 중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전
화로 회담을 하였는데, 양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등 미
국의 대서양동맹 복원 계획을 의식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329)
하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 3국 간 AUKUS 출범 과정에서 프랑스와 사전 조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계약을 파기함으로써330) 여전
326) “Austin: US adds 500 troops in Germany, despite Trump pledge”(2021. 4. 1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5).
327) 한승완(2021), p. 3.
328) Élysée(2020), “Conférence sur la sécurité de Munich: faire revivre l’Europe comme une
puissance politique stratégiq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
329) France24(2020), “France’s Macron congratulates Biden in first phone call to US presidentel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8).
330) 9월 22일로 예정됐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4개국 간의 ‘대서양 횡단 Quad’ 장관급 4자회담이
돌연 취소되었고, 프랑스는 EU가 호주와 추진하고 있는 FTA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AUKUS 출범 후 파장이 커진 바 있다: ｢‘오커스’에 뿔난 佛, EU 등에 업고 보복 나서… 美-유럽 균열｣
(2021. 9.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2). 프랑스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Tertrais and Duclos(2021), “After AUKUS: How Could France Reboot Its Indo-Pacific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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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외정책에서 미국과 거리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은 대서양동맹 복
원 과정에서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대서양동맹 회복
과정에서 비록 미국과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 견제를 위해 대등한 관점에서
미국과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ㆍ태평양 전략331)에 따라 이
들 국가들이 중국 견제를 위하여 향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어떠한
유형으로 협력에 나설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 EU 회원국들
의 공조 정도에 대한 분석과 특히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동맹 유지를 위한 핵심
안보 기구로서 NATO를 어느 정도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정책을 펼지도 눈여
겨봐야 할 부분이다.

나. 미ㆍ중 대립과 유럽국가들의 반(反)중국 연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단기적으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시에
양국이 서로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발전할 가능
성 또한 낮다. 따라서 미ㆍ중 관계는 계속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어느 쪽도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고 맞설 수 있지만 동시에 양측이 적대적인 충
돌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양측의 문제 해결 의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 수 있다.332) 이러한 맥락에서 EU국가들 또한 중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
이거나 제재를 하더라도 극단적인 대립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EU와 중국 간의 관계도 미ㆍ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긴장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미국은 EU와 협력하여 반(反)중국 연대를 구성하기보다는 영어권
국가들(Anglophone) 중 긴밀한 군사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을 바탕으로 연
331) 이와 관련하여 전혜원(2020a); 조은정(2021) 참고.
332) Hass(2021), “The new normal in US-China relations: Hardening Competition and deep
interdepend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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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구성하였다.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는 사실상 새로운 군사동맹인
AUKUS를 결성하였다.333) 2016년 호주는 프랑스와 디젤 추진 잠수함 12척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1년 3월 모리슨(Scott John Morrison) 호주
총리가 결정을 번복한 이후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21년 9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모리슨 호주 총리가 모인 3자 라
이브 회담에서 호주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랑스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영
국, 미국과 손잡고 AUKUS 동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334)
EU에서는 즉각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계약 파기 피해 당사국인 프랑스
는 AUKUS 결성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다. 프랑스 외교부장관 르드리앙은 이
번 결정이 “칼에 찔린 것”이라고 표현하였고,335) 이어서 “우리는 호주와 신뢰관
계를 구축했지만 배신당했고, 오늘 이 계약 위반에 대해 심한 비통함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언급하였다.336) 르드리앙 장관은 공식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동맹
국과 파트너 관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337) 프랑스는 그
들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호주에 파견된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동맹국 사이에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최후의 외교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에티엔느(Philippe Étienne) 주미 프랑스 대사는 그의 트위터에서 “협의
를 위해 파리로 소환된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동맹, 파트너십 및 유럽을
위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AUKUS
출범 발표에 따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338) 테보(Jean-Pierre Thébault) 주
333) “Joe Biden’s New World Order”(2021. 9.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
334) Ibid.
335) Ibid.
336) “France recalls ambassadors to US and Australia over Submarine deal”(2021.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
337) France24(2021b), “France Recalls its Ambassadors to US and Australia in Submarine deal
Backlas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
338) Etienne(2021. 9. 18), [@Ph_Etienne] “I am being recalled to Paris for consultations. This
follows announcements directly affecting the vision we have of our alliances, of our
partnerships and of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for Europ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

182 •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호주 프랑스 대사는 ITV 와의 인터뷰에서 AUKUS가 매우 큰 실수였고, 국가와
국가간의 계약이 아닌 양자간 신뢰와 상호 이해에 근거한 동반자관계이기 때문
에 사안을 매우 잘못 다룬 것이라고 언급339)하는 등 EU 차원의 반(反)중국 연대
를 위한 협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AUKUS 결성이 미국과 EU 간의 결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340)
EU는 러시아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왔
고, NATO와 연계하여 안보협력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미국 또한 바이든 행정
부의 적극적인 대서양동맹 복원 등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EU에
AUKUS는 또 다른 문제이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그라레(Frédéric Grare)
는 DW와 인터뷰에서 EU의 새로운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
로섬 게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EU 자신만의 용어로 지역을 규정짓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EU는 AUKUS의 실제 목적과 상관없이 미국으
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ㆍ태평양 문제에 진지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341)
EU 차원에서의 반(反)중국 연대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대서양동맹이 아닌
EU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4월 19일
유럽이사회는 인도ㆍ태평양 협력을 위한 EU 전략을 채택했다.342) 이에 대한 후
속 조치로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21년 9월 16일 EU의 인도ㆍ
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U에 인도ㆍ태평양 지역이 전
략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EU의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인도ㆍ태평양 지역과 최고 수준의 무

339) “France recalls ambassadors to US and Australia over Submarine deal”(2021.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
340) “EU’s new Indo-Pacific Strategy: What are the objectives and challenges?”(2021. 9.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
341) Ibid.
342) European Commission(2021d), “Questions and Answers: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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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투자 및 개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역학관계로
인해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어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이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343)
EU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EU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인도ㆍ태평양 지역과
지속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 7대 요소를 발표하였는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녹색전환, 해양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및 파트너
십, 연결성, 보안 및 방어, 인간안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략은 우선적으
로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다각적인 참여를 추구하면서 협력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EU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옹호할 것이며,
정치 및 인권대화와 같은 EU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을 다루기 위해 이
를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더불어 EU는 전 세계적으로 심
각한 인권침해 및 억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
치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344)
EU는 중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더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무역을 비롯해 군사력과 기술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
야의 지배력을 확장해가면서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쇠퇴함에 따라 세계의 정치
ㆍ경제적 무게중심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결국 유럽은 새로
운 지정학적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345)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인도
ㆍ태평양 전략으로 반(反)중국 전선을 구축하였지만 EU는 해당 지역정책에 우
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개념 정의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였다. EU의 정책 입안자들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전략 개발에 상
당한 시간을 쏟았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인도ㆍ태평양 지역
343) Ibid.
344) Ibid.
345) Grare and Reuter(2021), “Moving Closer: European Views of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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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새로운 EU 전략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EU 내 주요 국가
이며 동시에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이 수립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346)
EU 집행위원회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중국에 대응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이다. 유럽인들은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EU 27개 회원국은 인도ㆍ태평양의 중요성
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은 미ㆍ중 경쟁의 무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로부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잠재
적인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347) EU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이나 중국 그 어느 국가에도 밀접한 동맹이나 동반자관계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에 상술한 바이든 행정부가 영국ㆍ호주와 AUKUS를 결성한 것은
결국 미국이 이 지역에서 영어권 강대국을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도와는 다르게 EU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일종의 반
(反)중국 연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발병 원인에 대
한 책임을 지기보다 마스크와 백신 공세를 하고 있으며, 홍콩과 신장 지역에 대
한 지정학적인 활동으로 결국 양자관계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EU 회원국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지리적 정
의와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중국에 대응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럽의 대중
국 공동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중국 문
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새로운 패권의
출현을 방지하고 유럽과 중국의 관계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안보 문제보다 인
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348)
346) Ibid.
347) Ibid.
3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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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EU 회원국별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개념 격차

자료: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 “The Crisis of American Power: How Europeans See
Biden’s Amer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EU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을 체제적 라이벌로 정의 내리고 제재 조치를 한다고 하여도 중국과 완전히 결별
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EU의 반중
국 연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EU는 중국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
적인 전략이 없으며, 회원국 차원에서 EU에 대한 외교, 비즈니스, 국제사회의 규
범적 가치 등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349) 예를 들면
경제, 무역 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EU는 중국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인식
하고 있지만, 인권과 가치문제에서는 체제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
국 양측은 당분간 어색한 관계로 현상유지를 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장기
화된다면 점점 양자관계는 내리막길로 들어설 것이다.350) 따라서 유럽은 현명하
고 전략적인 선택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49) Wijffelaars, de Groot, and Every(2021), “Three Scenarios for EU-China Relations: But
one direction of trav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
3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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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의 대미국 정치ㆍ안보 전략 구상과 전망
EU의 대(對)미국 전략은 첫째, EU-미국의 양자관계와 둘째, 국제사회에서
EU-미국 다자주의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EU-미국 범대서양동맹(Transatlantic Alliance) 복원
2020년 12월 2일 EU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앞서, EU-미
국 간 관계를 재건하는 데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변화에 대한 새로운 EU-미국 어젠다(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보건, 환경, 무역, 기술 및 민주주의, 규범과
관련한 폭넓은 이슈에 대해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부적
으로 반독점 집행, 정보 보호, 민감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감독,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코로나19 백신 개발ㆍ보급과 WHO 개혁 의제협력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EU의 의지에 대한 화답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범대서
양 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범대서
양 관계를 전폭 지지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을 중용하여 범대서양 관계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대해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구
체적으로 범대서양동맹의 부활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제시하였다. 미국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모더나(Moderna), 화이자(Pfizer)가 최소 3개의 실
행 가능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EU-미국 간 공조협력이 가능해졌
으며, 특히 화이자는 독일 생명공학회사 BioNTech와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
에서 성과를 거둬 대서양 횡단 과학협력의 성공 사례로 간주된다.351)
2단계는 범대서양 안보 강화에 초점을 둔다. 대서양위원회는 범대서양 관계
351) Fishman and Simakovsky(2021), “A three-step plan for reviving the transatlantic alli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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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안보동맹, 즉 NATO의 신뢰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방위비 분담 조정 문제로 미 정부는 한미동맹, NATO 등 동맹국을 지속적
으로 압박하였다. NATO에 대한 트럼프의 적개심이 동맹을 근본적으로 약화시
켰으며, 미국이 NATO 5조352)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내부 신뢰를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켰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
서양위원회는 범대서양 지역에 잠재적 위협 대상인 러시아 및 중국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회색지대갈
등(grey-zone conflict),353) 자금 세탁, 사이버안보위협 및 민주주의 신뢰를
약화하는 포괄적 행위를 자행해왔다. 회색지대갈등이란 국가간 갈등의 연속선
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갈등을 의미하는데,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으나 현상
변경을 위한 군사적 강압이 존재하는 상태로 상대국의 무력 대응을 끌어내거나
전면전이 개진되는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도발을 의미한다.354) 대서
양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도발에 EU와 미국 양측이 대응하기
위한 ‘EU-NATO 조정위원회(EU-NATO Coordinating Committee)’ 설립
을 권고하였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연장을 이끌며, 더 광범위한 전략적 안
정회담에 러시아를 참여시키고 NATO 군대와의 위기감 고조를 피하기 위해 군
사 간 대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55)
3단계는 양측 간 기술협력이다. 현재까지 범대서양 관계는 안보 및 경제협력
의 두 축을 토대로 하였으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기술협력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제안에 의거하여, 양측은 2021년 9월 29일 미국-EU 무역기
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352) NATO 헌장 5조는 “회원국 일국에 대한 군사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여 즉각 개
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이에 대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53) ‘회색지대갈등’이란 2010년 미국 정부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에서 언급된 용어이다.
354) 정구연(2018), p. 93.
35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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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TTC 업무 범위
워킹
그룹

업무

내용

1

기술표준

AI 및 기타 신기술을 포함하여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표준에서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식을 개발

2

기후 및 청정기술

제3국과의 협력, 연구 및 혁신을 포함한 기후중립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무역에서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
도구 및 기술을 공동으로 탐색

3

안전한 공급망

반도체에 대한 전용 트랙과 함께 보안 공급망 작업그룹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부문의 공급망 복원력과 공급 보안을 강화하고 시민 보호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둠

4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보안과 경쟁력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작업그룹은 5G, 해저 케이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와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을 포함하여 ICT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안, 다양성, 상호 운용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

5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술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각각의 접근 방식에 대해
기술 플랫폼
정보를 교환하고 가능한 경우 일관성과 상호 운용성을 추구

6

보안 및 인권을
위협하는 기술의
오용 방지

보안 및 인권을 위협하는 기술의 오용 작업그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하여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감시를 적발하고 감독하는 임무

7

수출 통제

이중용도기술 등에 관한 입법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기술 자문에 참여하고
위험 평가 및 인허가 모범 사례, 규정 준수 및 집행 접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집중 통제 접근을 촉진

8

투자 심사

관련 산업, 투자 출처 및 거래 유형에 관한 전략적 동향을 포함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둠

9

10

중소기업(SME)의
중소기업과 소외된 지역사회에 더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양측의 경험,
디지털 도구 액세스
전략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및 사용 촉진
글로벌 무역 과제

비시장 경제 정책 및 관행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신흥 기술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새롭고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피하고, 노동권과 양질의 노동을
촉진하고 보호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g),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Inaugural Joint Stat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2).

TTC의 구성은 미국 측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타이(Katherine Tai) 대표,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
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EU 측에서는 집행위원회 수석부
의장 돔브로브스키스와 경쟁담당 집행위원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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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의장을 지냈다.356) TTC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ㆍ경제관계 심화 및 기술ㆍ
경제ㆍ무역 이슈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 모색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트럼프 대통
령 시절 소원해진 미ㆍEU 관계를 복원하자는 공통의 목표 외에 중국에 대한 포위
망에 유럽을 동참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 디지털기술에 대한 공통의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유럽의 의도가 TTC 출범의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357) TTC는
설립목표 이행을 위해 다음의 세부사항을 ‘부록 IV’에 추가하였다. 이는 ① 공공질
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이행 ② 이중용도품목
거래에 대한 수출 통제 이행 ③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기술 발전
과 확산에 대한 양측의 책임감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보편적 인권과 민주적 가치
를 존중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확인 ④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재균형에 대한 파트너십 구축 ⑤ 글로벌 통상과 관련해 비시장적이고 무역을 왜곡
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을 다루기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며, 무역과 노동, 무역
과 기후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담고 있다.358)

2) EU-미국 다자주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약 1년간 보여준 외교 전략은 전형적인 미국식
다자주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표 4-4]는 EU와 미국 간 다자주의 접근 방식
차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356)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1),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TTC),”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5).
357) ｢미국ㆍ유럽연합, 대서양 협력 및 중국 포위 겨냥 ‘무역기술위’ 출범｣(2021. 9. 3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5).
358) European Commission(2021g),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Inaugural Joint
Statemen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2).

190 •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표 4-4. EU와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 차이
EU식 다자주의

미국식 다자주의

다자주의
전략

대화기반(dialogue-based),
제재기반(sanction-based) 혹은 인센티브
협력기반(cooperation-based)의 제도화된
기반(incentive-based)의 구속력 있는 체제
다자체제

안보 및
민주주의
규범

합의된 제도적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사례: NATO]

영역별 다자주의 전략

경제, 통상

소(小)다자안보 네트워크(mini-lateral
security network)체제
[사례: QUAD, AUKUS, G7/G10/G20]

차륜협력방식(spoke and wheel system),
보편화ㆍ일반화된 WTO체제, FTA를 통한
FTA를 통한 시장개방
통상규범 확산
[사례: 탈퇴 이전 TPP 협상 방식,
[사례: WTO 오타와그룹359) 체제]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자료: 저자 작성.

안보 영역에서 EU는 합의된 제도적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및 공동
안보(common security)를 추구해왔다. 집단안보란 한 집단 내의 국가들이 자
국의 안보를 위해 자국에만 의존하는 자조(自助)나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구성원 개별국가의 안보를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공동 관심사로 이해하고
집단 내 평화유지와 전쟁방지를 위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국가간의 협력에 참
여함으로써 달성되는 안보를 의미한다.360) 또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는 한 국가의 안보를 자조나 동맹이 아니라 타국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전체 국
가의 안보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집단안보와 유사
하지만, 공동안보는 집단안보보다 더욱 근본적 형태의 안보레짐이다.361) EU는
진화한 집단안보, 공동안보체제의 NATO를 중심으로 안보체계를 유지해왔다.
이에 반해 미국은 지역적,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선정된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359)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 및 정상화를 위해 모인 중견회원국 중심 소모임이다. 모임국가로는 캐나다
(의장국), 한국,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영국 14개국이 있다.
360) 신범식(2010), pp. 8~9.
361) 신범식(2015),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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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다자안보 네트워크(mini-lateral security network)체제를 선호한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QUAD 및 AUKUS이다. 일부에서 QUAD가 아시아식
NATO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케이건(Edgard D. Kag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ㆍ오세
아니아 선임국장은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라는 비난도 있는데, 역내 안보동맹
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기술, 백신 등 다양한 워킹그룹에서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유연한 조직”이라고 밝혔다.362)
또한 미국은 안보ㆍ경제ㆍ통상ㆍ환경 이슈를 포함하여 민주주의 규범 이슈
를 다루기 위한 G7/G10/G20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6월 G7 회의는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는 중국에 특히 신장 지역과 관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
유, 그리고 중ㆍ영 공동선언과 홍콩기본법에 간직된 홍콩의 고도 자치 촉구를
포함해 우리의 가치들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363)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초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작동이 멈추었던 다자주의
국제질서로의 복귀를 공언하였다. 신기후체제 파리협약 복귀, COVAX364)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액세스체제 참여 등 EU와 미국은 글로벌 이슈에 대
한 제도적 협력에 접근하였다. 하지만 EU-미국 간 다자주의 접근 방식에서 견
해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안보, 민주주의 규범 및 가치의 확산,
경제와 통상 영역에서의 다자적 체제 형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
다. EU는 대화에 기반한(dialogue-based), 협력기반(cooperation-based)
의 다자체제를 통해 제도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하나, 미국은 제재기반
(sanction-based) 혹은 인센티브 기반(incentive-based)의 구속력 있는 체
362) ｢美 “쿼드, 아시아판 나토 아니다…사안별 참여 열려 있어”｣(2021. 5.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22).
363) ｢G7 정상, 신장ㆍ홍콩ㆍ대만 언급하며 중국 직접 비판한 공동성명 채택｣(2021. 6. 1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1).
364) COVAX는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및 WHO가 UNICEF(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와 함께 공동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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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자국 중심의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안보 및 경제ㆍ통
상 영역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접근 전략의 차이는 뚜렷하다.

3) EU 안보전략의 변화
EU는 초국가적 지역통합체제라는 특성에 따라 이전 시기까지 안보 관련 사항
을 전적으로 NATO에 일임하여 처리하려 하였으나, 최근 더 많은 군사안보적 능
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65) 이에 EU는 범대서양동맹으로 NATO를
통한 협력 이외에도 안보 부문을 포함한 범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366) 이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EU의 관여에
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21년 4월 EU가 채택한 ‘인도ㆍ태평양 지역협력을 위한
EU 전략(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367)은 7가지 우
선순위 영역으로 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번영 ② 녹색 전환 ③ 해양 거버넌
스 ④ 디지털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⑤ 연결성 ⑥ 보안 및 안보 ⑦ 인간안보 등을
다루고 있어 군사안보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전 행보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EU가 역외 지정학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전략
(strateg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간 EU의 대외정책에서 역외 지역
에 대한 용어는 제한적이었다. 제3지역에 대해서는 통상 ‘가이드라인(guideline)’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특정 문제 발생 시에는
‘관여(engagement)’ 또는 ‘개입(intervention)’이라든가 세부행동강령으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매우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
둘째, EU는 연합 차원에서의 전통안보 영역 내 제반 이슈에 대해 NATO에 일임

365) Biscop(2020. 9. 17). “The Future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Not Without the European
Un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366) 김현정(2021a), p. 147.
367)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1),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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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역외 안보 이슈에는 개별국 차원에서 관여해왔다. 최근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전략적 참여가 이의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적 구조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전격 발표된 호주ㆍ영국ㆍ미국 간의 삼각동맹인 AUKUS체제의 출범은 EU에 충
격을 주었다. AUKUS 출범과 관련하여 호주는 프랑스-호주 간 기존 핵잠수함 계
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미국과 이를 대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는
비핵국가인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운영기술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공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해 자국
이 여전히 핵확산방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을 준수하며, 비핵
국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 확인하였으나,368) 호주 국방부의 공언이 지켜진다면
핵잠수함을 운영하거나 방어체제를 가동할 때마다 미국의 국방안보가 개입된 상
황의 운용체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변국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AUKUS체제 출범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EU와 핵잠수함 계약
이 일방 취소된 프랑스는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불만의사를 표하였다. 독
일 마스 외무장관은 미국과 호주 간 핵잠수함 계약에 대해 미국 측을 비난하면서
삼국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인 AUKUS 체결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동맹국들
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sobering)’ 사건임을 지적하였다.369) 독일 메르켈
총리의 오랜 외교정책 고문인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전 UN주재 독일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
고 있다”라고 일갈하며, “AUKUS는 NATO 동맹국에는 모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370) 이에 앞서 EU를 탈퇴한 영국은 2021년 2월 포괄적ㆍ점진적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36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2021), “AUKUS: Trilateral security
partnership,”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5).
369) “German foreign minister urges EU-US cooperation in Indo-Pacific”(2021.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370) ｢동맹 가르는 바이든표 외교… 佛 이어 獨도 “오커스, 나토 회원국에 모욕”｣(2021. 9. 2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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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공식 가입 신청을 하였으며, 6월부터 견해차
를 조율하여 9월 협상을 위한 공식석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2021년 6월
미국과 ‘신대서양 헌장(The New Atlantic Charter)’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3월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이라는
보고서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의지와 전략적 자세를 드러내었고,
2021년 9월 AUKUS 참여국이 되었다. EU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국의 이와 같은
행보 또한 EU 내부적으로 연합 차원의 군사안보 전략이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라. EU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상과 전망
1) 대중국 경제협력의 기본 입장
EU의 대중국 정책은 다면적인 모습을 갖는다. EU에 중국은 ① 관심 분야의
협력 파트너이며 ② 이익균형을 위한 협상 대상자 ③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자
④ 거버넌스에서 체제적 라이벌이다. 이와 같은 절충적 입장은 일명 3C로 대변
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협력과 협상의 영역
이 더 넓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 비해 더 유화적이다.371) 가령 [표 4-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EU는 기후변화, 보건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
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서 EU가 추진하는 유럽그린딜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기후의 특징상 중국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EU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익균
형을 위해 중국의 서비스 및 조달시장 개방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371) 3C는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 대결(Confrontation)을 의미한다: Li(2021), “Biden’s
China Strategy: Coalition-Driven Competition or Cold War-style Confrontat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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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EU의 대중국 입장
정책

주요 내용

1. 협력

∙ 기후변화

2. 협상

∙ 무역, 투자

3. 경쟁

∙ 핵심기술

4. 체제적 라이벌

∙ 정치체제(시장경제/민주주의 대 국가자본주의)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a),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and the Council, EU-China-A Strategic Outl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에 따른 저자의 구분.

따라서 EU의 중국에 대한 다면적 입장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주제에
따라 여러 입장이 동시에 표출될 수 있다. 가령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역-투자 분야에서 중국은 EU의 협상ㆍ협력 상대자의 위치를 가지나, 보조금
개혁,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같은 WTO 관련 이슈에서는 협상ㆍ협력 상대자인
동시에 경쟁자로 간주된다.372) 실제로 EU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시장경제체
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ㆍ일본과 연합하여 WTO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373) 이는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하는 단적인 예이
다. 한편 EU의 통상정책은 점차 노동, 인권, 환경 등의 규제 이슈를 포괄하면서
규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규범적 성향의 통상정책이 EU
역내를 넘어 EU의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확산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
는 상대국에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를 대중국 정책의 틀에 적용할 경우 통상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다면적 입장은 특정 정책 이슈를 바탕으로 동시에 발
현될 수도 있다.

372) EU 집행위원회의 2019년 중국백서는 중국을 ① 협력 파트너 ② 협상 대상자 ③ 경쟁자 ④ 체제적 라이
벌의 4대 범주로 구분한 바 있다. 반면에 2020년 9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국정연설(States
of the Union)에서 중국을 ① 협력 파트너 ② 경제적 경쟁자 ③ 체제적 라이벌의 3개 범주로 구분했다.
373) European Commission(2020e), “EU, U.S. and Japan agree on new ways to strengthen
global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196 •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그림 4-11. EU의 대중국 입장과 조합

자료: 저자 작성.

2) 대중국 경제협력의 인식과 방향
EU와 중국 간에 협력-협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영역은 무역-투자를 중심으
로 한 경제 분야이다. 기본적으로 EU는 대중국 무역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정책 성향을 보인다.
첫째, EU는 중국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압박하기보다는 WTO 등 다자체계
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WTO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한 데 반해, EU는 글로벌 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해 다자무역기구
로서 WTO체제의 역할을 강조했고, 오히려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
해 WTO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가령 EU는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금지보조금 확대를 주장했고,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혜택을 더 차등적
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EU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시장은 개방된 반면, 중국 시장은 폐쇄적이라
고 파악한다. 중국과 양자 투자협정을 추진한 배경은 중국 내 호의적이지 않은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OECD의 외국인투자제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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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Regulatory Restrictive Index)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84개국 중
76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1~15위의 국가 중 EU 회원국 수가 12개국에 이를
정도로 EU 시장은 개방되어 있다. EU는 국영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등 중국
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해왔고, 특히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
한 차별적 관행을 지적해왔다. 반면에 중국의 유럽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증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보였다. 2020년 9월에 개최된 EU-중국 정
상회의 직후 EU 이사회 미셸 상임의장이 “유럽은 참여자(player)이며, 운동장
(playground)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에서 이러한 인식이 잘 나타난다.374)
셋째, EU는 통상이슈 중 규범 분야에서 중국을 국제규범 분야로 끌어들임으
로써 중국의 내부개혁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인 분야는 지적재산권
과 환경 분야이다. 이러한 내부개혁을 촉진하는 데 무역제재와 외교적 마찰을
불사하기보다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에는 미국, 일본 등 시장경제가 정착된 국가들과 협력체를 구성한다.
EU의 대중국 무역-투자 정책에서 중요한 기제는 2020년 12월 30일에 타결
된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이다. 이 협정은 2014년 1월에 협상이 시작
된 이후 총 35회의 공식협상이 진행되었다.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EU-중국 CAI는
총 6부로 구성되며, 시장접근, 공정경쟁,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를 포함한
다. 이 협정은 중국이 WTO GATS 플러스 수준의 시장접근을 약속한 점이 특징
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중국의 금융, 환경, 컴퓨터, 건설 및 통신서비스 등으로
서 합작투자 요건 등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제한
조치를 완화했으며, 전기차, 화학, 운송, 통신, 보건장비 등 제조업 분야의 시장
개방도 포함하였으며, 또한 EU의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명시된 것도 특징이다. 협정문 제4부 투자와 지속가능발전(Investment and
374) European Council(2020b), “Remarks by President Charles Michel after the EU-China
Leaders’ Meeting via Video Conferenc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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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은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을 중요 원칙으로 명
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및 환경 기준의 하향조정 억제, 다자간 환경
협정의 이행과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을 규정했다.

표 4-6. EU-중국 CAI 주요 합의 내용
장(Chapter)
∙ 서문, 목적, 정의

주요 내용
세계인권선언, 유엔헌장,
환경ㆍ노동권

장(Chapter)
∙ 투명성 및 표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금융서비스
차별 및 정량적 제한 폐지,
∙ 시장접근, 투자자유화
제조업 및 서비스 시장접근
∙ 지속가능한 개발
확대

주요 내용
규제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반도체, ICT 분야의
표준 관련 개선
금융서비스 개방의 예외,
규율, 투명성
노동 및 환경협정 준수

∙ 공정경쟁 분야

국유기업에 대한 상업적 조건
적용, 강제기술이전 금지, ∙ 국가간 분쟁해결
보조금 투명성 확보

중재패널 구성

∙ 국내 규제

허가, 자격요건 절차 관련
투자장벽 폐지

협정 이행을 위한 감독 체제

∙ 제도, 최종 조항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c),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The Agreement
in Princip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오태현, 나수엽, 김영선(2021), p. 7 요약.

EU-중국 CAI는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 챕터에 준하는 것이며,
일정 부분은 서비스 분야의 FTA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의미 있는 무역-투자 협정인 셈이며, EU로서도 EU 차원에서 체
결한 최초의 포괄적 투자협정이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EU와 중국은 경제적
이익의 균형 측면에서 협상-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EU는 중국 내 제도개
혁을 유도함으로써 완만한 체제적 경쟁과 같은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
러나 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EU-중국 관계는 경제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
다. EU는 2021년 3월 22일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인사
4명과 조직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375)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 정부
375) “EU Imposes Sanctions on Four Chinese Officials”(2021. 3.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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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U 관련 개인 10명(유럽의회 의원 5명 포함)과 4개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
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2021년 5월에 EU-중국 CAI에 관한 논의를 동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376) 이 결의안은 찬성 599표, 반대 30표,
기권 58표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되었다. 유럽의회는 EU 차원에서 체결된 모든
무역-투자협정에 대해 동의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EU-중국 관계와 중국 내 소
수민족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상호접근(rapprochement)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EU-중국 CAI가 비준 및 발효될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상황은 EU의
대중국 입장이 [그림 4-1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절충적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76) European Parliament(2021d),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0 May 2021 on Chinese
Countersanctions on EU Entities and MEPs and MP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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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선택과 대응
가. 유럽-미국 양자관계의 변화와 유럽의 선택
유럽과 미국의 양자관계는 전후 유럽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유럽
질서 구축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가 1947년의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의 발
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유럽-미국 양자관계는 대서양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서양 관계의 구축으로부터 그 기원을 같이한다. 대서양주의는 민주주의 가치
와 서구 문명의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
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대
서양주의는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와 같은 서구 문명을 위협하는 전체주의에 대
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대서양 관계는 대서양동맹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의 실질적 기구가 1949년에 출범한 NATO이다. 유럽국가들은 유럽이 자율성
을 강화하거나 독자적인 외교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큰 갈등과 마
찰을 보이기도 했다. 그 사례로는 유럽인 중심의 유럽질서 모색 과정에서 프랑스
의 제안으로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공동체(ECSC)를 들 수 있고, 1960년대
드골의 유럽정책은 미국과의 갈등과 대서양 관계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이 같은 갈등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대서양주의’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인 중심의 유럽 건설을 표방하는 ‘유럽주의’ 간의 대립이 생겨났고, 이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를 위한 국민투표와 더불어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자간 경제 영역 또는 지
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대서양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양가적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겠다.
본문에서 제시된 유럽의 대미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과 이후가 극명
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 유럽인들이 미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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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여
파로 2010년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다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
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유럽회의주의적 조치들을 단행하여 유럽국가
들을 곤경에 빠트리면서 유럽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미국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원히 굳건할 것만 같았던
대서양 동맹관계가 퇴색된 것이다. 물론 2021년 1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
으로 관계는 개선되어가고 있고 유럽인들의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긍정적
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과거 동맹관계로의 완전한 복원을 기대
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강한’ 유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2000년대를 거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미국 양자관계는 특히 무역,
이란 핵합의, 기후변화, NATO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EU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유럽만의 독자적인 외교적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래 꾸준히 지역통합을 달성해온 EU는 그 성과에 힘입
어 국가간 평화, 경제적 번영, 민주정치의 발전, 인권과 법치의 확립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하나의 모델이자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오늘
날 EU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면서 미국
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편적인 적용 가
능성을 기반으로 한 규범적 가치 구현을 EU 외교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
는 측면에서 EU의 리더십이 더욱 발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교환경 속에서
EU는 기후변화, 환경,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버안보 등 민주주의 규범 및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국제규범을 이끌고 다자주의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미ㆍ중 갈등의 시대, 대중 압박 문제에서도 EU는 규범 세력으로서 인권
등 국제사회 규범을 받아들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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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미국과 EU는 각각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이며, 양측은 전 세계 GDP의
42.7%, 무역의 29.1%를 차지한다. 양자는 서로에게 1~2위의 무역상대국, 1위
의 투자국일 정도로 양자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어 왔다. 이러한 밀접한 무역ㆍ
투자관계를 반영하여 양측은 2013~16년 동안 FTA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었고, 이후 상호 보호무역 조치를 부과하는 것
을 검토할 정도로 통상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동안
EU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고, 중국 주도하에 2016년 1월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도
상당수 유럽국가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2018년 중반에 극적인
합의로 마찰을 최소화하였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정
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정책으로 표방하는 3C 전략은 EU의 대중국 정책과 차이는 있
지만, 중국의 부상을 도전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바이든 행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서양동맹 복원을 꾀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6월 유럽을 방문하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신대서양 헌장’을 선언하는 한편 EU-미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EU는 범대서양 협력에 동
참할 뜻을 밝힌 가운데 NATO를 중심으로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6월
EU-미국 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설립하여 경제ㆍ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이와 같은 EU의 대미
국 정책은 과거의 재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미국이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
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고, EU 또한 공급망 복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하여 통상 분야에서 양자협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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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중국 양자관계와 유럽의 대중국 대응
1975년에 수립된 EU와 중국의 양자관계는 위기상황(천안문 사태 및 기타
중국의 인권 관련 사태 등)이 발생했음에도 상당한 수준(고위 대화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양자관계는 각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차로 인해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며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들
어 발생한 EU와 중국 간의 갈등은 양측의 반감과 제재로 표현되었고, 특히 EU
는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을 동결시키고 중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맞대
응을 하여 향후 양자관계의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EU는
서로 중요한 시장이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회복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앞서 제시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대중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으로 나타났고, EU가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설정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일정하
게 낮은 선호도를 보여왔다. 비록 일부 사안에 대해 청년층이 기성세대보다 긍정
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중국의 인권탄압 사례에서는 여지없이 부정적 인식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중국을 현재 혹은 가까
운 미래에 미국을 대체할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유력 집단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이후 벌어진 미ㆍ중 갈등은 유럽인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유럽인들은 중국
을 국제사회에서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고,
신뢰도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신뢰도는 유럽인들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회피적인 태도로 유
럽인들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중국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구권 유럽인들은 서구권 유럽인들보다 중국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유럽인들 또한 중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향
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패권경쟁에 직면한 EU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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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이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 및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EU가 전통안보의 측
면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미국과 함께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 훼손된 대서양동
맹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대서양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EU는 동맹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면서 동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무역, 러시아
및 NATO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자율성(autonomy)’ 또는 ‘비의존성
(non-dependence)’을 강화해나갈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맹의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EU가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실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
지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EU의 외교도 미국의 압박에 무조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민은 EU가 중국을 ‘협력’의 영역에서부
터 ‘적대’의 영역까지 다각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중국의 부상 및 미ㆍ중 갈등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알 수 있다. 즉, EU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과 ‘적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중국을 경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트너로 정의함
과 동시에 매우 다른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이
에 대응하고 있다.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020년 6월 14일 유럽대외관계청 대외
공지란에 EU-중국 관계에서의 올바른 균형 유지에 관한 글을 남겼다. 중국은
세계정치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EU는 팬데믹 회복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연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인 많은 문제에 대한 협
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EU-미국-중국 삼각관계 유지를 위해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오로지 유럽의 길을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377) 이와 같이 영역별 이익의
균형, 협력과 조화의 외교 전략을 펼치던 EU는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민주주
의 가치 외교로 선회한 모습을 보인다. EU는 현재 미국이 빼든 민주주의 연대,
민주주의 가치 중심 동맹 강화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선택이 단순
히 미국의 동맹 복원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 전략 변화는 아니다. 유럽의 대중국
377)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0b), “In rougher seas, the EU’s own interests and
values should be our compa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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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원인에는 중국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가 큰 영
향을 미쳤는데, 글로벌 이슈에서 유럽과 중국 간 가치적 충돌이 심화되면서 유
럽은 중국이 개방적 시장경제와 인권존중, 자유민주주의로의 점진적 발전으로
쉽사리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스러운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378)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EU-중국 간 무역ㆍ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배경이 되
었다. 오늘날 EU와 중국은 상호 간에 제1위의 무역상대국이다. 2010년 이후
에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M&A 형식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유럽의 핵심
기업이 그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EU는 FDI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
국 기업의 M&A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EU-중국 간의 경제관계는 상호협력뿐
만 아니라 경쟁의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EU의 대중국 정책은 다면적인 모습을 갖는다. 중국은 EU의 ① 관심 분야 협
력 파트너이며 ② 이익균형을 위한 협상 대상자 ③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자 ④ 거
버넌스에서의 체제적 라이벌이다. 이와 같은 절충적 견지는 일명 3C로 대변되
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협력과 협상의 영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에 비해 더 유화적이다. EU는 대중국 통상관계
에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한다. 첫째, EU는 중국을 일방적 조치로 압박
하는 대신 WTO 등 다자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EU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시장이 개방된 반면, 중국 시장은 폐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공정경쟁을 주장한다. 셋째, EU는 통상이슈 중 규범 분야에서 중
국을 국제규범 분야로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내부개혁을 유도한다.
미ㆍ중 갈등의 지속에 따라 인도ㆍ태평양 지역이 전략적으로 무게가 커지게
되었다. AUKUS동맹 결성으로 미국과 EU의 협력 가능성이 표면적으로는 낮아
보이나, EU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느슨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운데 EU는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는 모호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 또한 엿보인다.
378) 전혜원(2020b),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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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ㆍ중 갈등에 따른 EU의 대응방향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가. 미ㆍ중 갈등과 EU의 대응방향
미ㆍ중 갈등은 무역분쟁을 넘어 경제,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인 주도권 경쟁
으로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국은 대중국 정책의 기본방향
을 3C로 규정하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을 유지하지
만 경제, 기술,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
국의 대중국 정책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재편 계획, AUKUS 출
범, 대만해협에 대한 방위 강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를
극복하고 있는 중국은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계기로 2035년까지 경
제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세계 1위 GDP, 1인당 GDP 2만
달러)을 목표로 기존의 정책노선을 유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에 대한 도전을 용납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EU는 미국과
NATO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외교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독자적인 군
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해왔다. 한편 경제ㆍ
산업 분야에서는 2021년 6월 EU-미국 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설립하여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중국 정책에서 EU는 기존의 협력
ㆍ경쟁ㆍ라이벌 등 절충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되, 최근에는 일부 이슈에서 미국
의 주장에 더욱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세계화는 미ㆍEUㆍ중ㆍ러ㆍ일 등 주요 국가간에 경제적 의존도를 심
화시켜 결과적으로 외교안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협력이 지속되는 배경
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보와 경제가 결합되면서 국가간 갈등이 부각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가 표방하는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Open Strategic Autonomy)’은 고도의 조정과 고민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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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장기간 계속된 저성장 속에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하락하는 가운데
강점이 있는 기후변화, 환경 분야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ㆍ중 패권경
쟁에 대응하고 있다. 가령 EU는 장기간 저성장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에 EU는 환경, 노동 등 규범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며, 이를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 통상정책, 대외정책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도모하고 있
다. 글로벌 규범 제정자, 소프트 파워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EU는 대미국 정책에서 중국 관련 이슈를 활용하고, 대중국 정책에서는 미국
과의 공조 또는 차별화 전략으로 미국 관련 이슈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
령 미국의 통상압력 또는 다자주의 이탈현상을 목도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
해 중국 관련 이슈(보조금, 지적재산권, 공급망)를 부각하고, 공동대응에 미국
을 끌어들임으로써 순조로운 대미국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또한 대중국 정책에서는 자유무역 등 다자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강조함으
로써 미국과 차별화되는 EU 방식의 협력을 제안해오고 있다. 결국 EU의 ‘개방
적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정책비전은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지만 산업, 통상, 외
교에서 고도의 전략적 대응과 자율적 노선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며, 미ㆍ중 패
권경쟁의 현실 속에서 EU가 표방한 제3의 길인 셈이다.

나. 한국의 외교ㆍ안보적 대응전략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ㆍ중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됨
에 따라 한국 외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가치에 기반을
둔 끈끈한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중요한 지정학적ㆍ경제적 이
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ㆍ중 패권경쟁의 시대, 한국의 외교적 딜레
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및 대미 관계와 관련 유럽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유럽은 미국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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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제질서를 함께 이끌어온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중
요한 무역상대국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유럽의 경우, 중국의 비민주적 형
태나 유럽 내 반중 정서가 크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에 무조건 편승하지도 않는 모습이다. 결국 ‘체제적 라이벌’이자
‘경제적 협력 파트너’인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유럽은 미국과 공조해 이에 대
응해왔음을 알 수 있다.
미ㆍ중 라이벌 시대, 작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전
략적 선택과 그 선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론에서 살펴본 내
용 중 특히 EU가 중국에 대해 다각적인 관계를 설정해 중국의 부상 및 미ㆍ중
갈등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유럽과 같이
한국 또한 ‘전략적 선택’ 또는 ‘전략적 자주성 강화’를 취하는 것은 한ㆍ미 ‘동
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 대한 세분화된 관계
설정과 사안별 연대를 통해 실용주의적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
의 위협과 중국의 견제 차원에서 한ㆍ미동맹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한
국은 한ㆍ미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관계
설정과 관계 발전으로 ‘가치동맹’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하여 중국이 가치와 체제 부문에서는 동질성을 찾기 어려
운 대상이나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지정학적 중요성에서는 중요한 협력 대상
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한 사안별 차별적 대
응이나 관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의 영역’에서부
터 ‘협력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듯이, 중
국에 대한 다양한 관계 설정과 발전을 유지하며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전략의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결국 유럽이 전반적으로 가지는 중국을 향한 인식과 전략적 선택으로 우리
나라 또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면밀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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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국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줄 파트너인지도 사려 깊게 조사해볼 필요
가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비슷하다면 각 국가들
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 참여에 대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
르게 말하면, 중국 혹은 미국의 공식적인 참여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해가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
라 안보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도움의 경우를 잘 파악해 협력에 근거한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 호
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럽국가들과의 군사협력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그리고 AUKUS동맹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기술을 도입
하는 것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이득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각 국가가 제공
할 수 있는 이득을 잘 고려해 신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ㆍ중 갈등과 분쟁이 안보, 통상, 환경 등 각 영역 전반에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 EU의 다자주의적 대응은 한국에 많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다자적 질서에 접근하는 EU와 미국의 외교정책 차이는 명확하다.
EU는 대외정책에서 제도적, 규칙 기반 다자주의 전략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일방적,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서도 유지되고 있으
며, 이전 시기부터 이어지는 미국형 다자주의 외교 전략의 전형이라 하겠다. 향
후 QUAD 및 AUKUS를 중심으로 하는 ‘소다자 안보체제’가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지정학적 위기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나아가 확장성을
갖추어 기존 NATO식 동맹체제 방식의 근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따라 EU-미
국의 동맹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 새롭게 변화되는 동맹체제 속에서 한국은 미ㆍ중에 대해 더 이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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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주요 이슈 내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EU와
3대 협정(한-EU 기본협정, 한-EU FTA, 위기관리 참여협정)을 체결한 한국으
로서는 EU와 더불어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선도하여 명확하게 규범을 이끄는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 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대응
미ㆍ중 패권경쟁의 현실과 EU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
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기술패권의 패러다임 전환에 유의하여 기술
적 우위에서 통상정책, 노동 및 환경규제 등과 결합한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선제적
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FTA에 기초를 둔 전통적 통상정책뿐만이 아니라 민
주주의와 인권에 기반을 둔 공공외교와 기업 단위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와 더불어 EU가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계획이 미국의 정책에 비해 배타성이 낮
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한국의 대응방향이 정해지면 좋을 것이다.
첫째, 기술패권의 패러다임이 기술적 우위에서 통상정책, 노동 및 환경규제
등을 결합한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EU는 구매력, 기술력만으로 유럽의 기업이 미국 및
아시아 기업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 규제(기후, 환경, 인권)를
통상정책과 기업의 공급망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非가격적ㆍ非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EU의 규제가 반드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려는 의도는 아니며, EU 특유의 규범주의, 정책선호도 및 선진 제도 등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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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규제에 미리 적응한 유럽 기
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U의 사회적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사회 발전에 비춰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되, 시간이 필요한 경우 법적 대
응 방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외교, 공공외교, 기업의 CSR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U는 최근 수년간 역외국과의 통상관계 수립에서 공정경쟁, 노동 및
환경 보호 등의 신통상 규범을 강조하며, 규범적 성향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가 비전통적 이슈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① EU 통상정책의 재브랜드
화(Rebranding)를 추구함으로써 규범적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고 ② 관세, 시
장개방 등 전통적 이슈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규제 이슈의 중요성이 증가했
기 때문이며 ③ 미국의 통상정책과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간과할 수 없는 이유로는 중국의 부상을 지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
상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EU의 문제제기는 미국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통상
규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EU의 기본적 입장은 상당 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공정경쟁의 이슈를 부각하는 EU 통상정책의 타깃이 되지 않도
록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EU 및 회원국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 적
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밀접한 산업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기
업들은 큰 부담을 갖게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선진
국 수준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FTA에 기초를 둔 전통적 통상
정책 외에 공공외교(민주주의ㆍ인권), 기업 단위의 CSR 등을 통한 복합적 접근
이 필요하다.
셋째, EU의 공급망 재편 계획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기업의
유럽 핵심 기업 인수, 코로나19 사태는 핵심기술의 가치사슬을 유럽 내에 보존해
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작용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EU와 회원국
은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이 아시아로 이동하였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
응을 모색해왔다. 과거에는 EU 및 회원국 차원의 R&D 증액과 활성화에 주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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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 이제는 산업가치사슬을 유럽 역내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EU의 공공이익사업(IPCEI: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규정이다. 당초 EU는 유럽단일시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산업 분야의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조건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EU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EU 전역에 걸친 가치창출, 복수국 참여 등을 조
건으로 회원국의 산업보조금 지원을 허용했고, 특히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산
업을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 3개 분야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가령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에어버스(Airbus des
batteries), 유럽배터리연합(EBA: European Battery Alliance) 등을 통해 EU
역내에 배터리 공급사슬의 전 과정을 육성하고, 2025년에는 배터리 분야의 자급
자족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EU의 2030 Digital Compass 계획 등
디지털정책과 연계하고 EU 역내의 반도체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
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와 같은 EU의 산업정책은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등 중국의 핵심
제조업 육성정책이 영향을 준 것임이 명확하다. 이와 같은 EU의 입장은 미국 바이
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배타성이 훨씬 낮
다. 역외 기업(한국, 일본)의 현지법인들이 이미 참여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유럽 법인을 활용하여 EU의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되, 한국-유럽 간 산업 네트워크를 재정립하고, 유기적 연결 속에 지역별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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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US-China Conflict, the Analysis on Europe’s
Perceptions and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Historical Study and Prospects
Seung-Keun Lee, Sung-Won Yoon, YooJoung Kim, Hyunjung Kim,
Yoo-Duk Kang, and Sae Won Chung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G2, where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tensifies, many countries are struggling to build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The European Union (EU) has
maintained a close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ties with the US.
The EU shares identical security vision with the US. In contrast, the EU
defined its relations with China as a cooperation partner, competitor
and rival. It refers to the EU’s multifaceted relations with China. In
climate change, multilateral trades and normative areas, the EU seeks
to cooperate with China. However, the EU prompts profit balance
through negotiations in the economic sector. Against this backdrop,
the EU introduced a concept called ‘strategic autonomy’ by synthesizing
the path dependence, Europe’s confronting issues and the EU’s strength
and values regarding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The EU’s
responses to the US-China conflicts are worth further attention.
EU-US relations are based on Atlanticism,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identical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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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icism emerged mainly in Britain in the 19th century as a concept
encompassing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 of Western civilization.
After World War II, it was embodied in the “Atlantic Alliance” formation,
and NATO was launched in 1949.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war
European order began by the US’ Marshall Plan. In Europe, France
pushed for independent economic reconstruction in 1951 by
establishing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In this
process, confrontations between European countries were expressed
by conflicts between British-centered “Atlanticism,” which values
build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French-centered
“Europeanism,” which calls for Europeans to lead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ord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on the one hand,
Atlanticism has weakened relatively in the context of trans-Atlantic
relations.
Europeanism has recently re-emerg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autonomous cooperation of European States. The clash between
Atlanticism and Europeanism intensified, centered on the conflicts
between UK/US and France, as Europe-US relations has been
established as a ‘competitive and symbiotic relationship’. In January
2017, the emergenc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promotes US
priority and neo-isolationism, served as a decisive opportunity for
cracks in the Atlantic Alliance.
In terms of economic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re
the world’s first and second-largest economies, accounting for
42.7% of the world’s GDP and 29.1% of trade, respectively. They are
mutually important trading and investment partners. In this
situation, the two sides negotiated the FTA during the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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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but it was suspende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bilateral trade relations rapidly deteriorated
with the emergence of protection trade measures. Simultaneously,
China led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nd as many European countries participated,
EU-China relations were also promoted. Amid intensifying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EU and the US agreed in July
2018 to minimize trade friction. Since then, they have cooperated in
controlling China in the trade sector. The ri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eteriorated its relations with European states, which
led a sharp decrease in supporting President Trump, and European
perceptions of the US have changed negatively. The Atlantic alliance
was eventually exacerbated. The Biden Administration received the
task of recovering the broken Atlantic relations cau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European perceptions of the US hav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is respect. During the terms of Trump administration,
the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US were predominant—
weakening the US hegemony by viewing China as a leader rather
than the US. However, after the Biden’s inauguration, the perception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US had
increased again, and the US was viewed as a significant partner. The
survey respondents recognized the limitation of the US political
system and democracy model, so Europe’s perspectives on the US
seemed to be changed from the past.
The 1975 establishment of EU-China diplomatic relations laid the
foundation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al
dialogue, bilateral summits and human rights talks. Despite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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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state showing different attitudes toward China, the two sides
maintained relatively sound relations until the end of the 2000s.
However, after experiencing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around
2010, Europeans started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revising their
approaches or policy instruments toward China. In particular, the
COVID-19 crisis and US-China conflicts were the leading causes of
changing European perceptions of China. The EU declared China not
only as a strategic partner but also as a systemic rival. While requiring
economic and investment cooperation with China, the EU are cautious
about China’s extreme expansionism, human rights violation and
challenges to the liberal democracy.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rategic responses in a multifaceted relationship.
Europe-China relations have undergone the biggest changes in the
economic sector. Since the rapid growth of Chinese economy, the
EU-China trade volum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s a result, the two
parties became their number one trading partners. In this process, the
EU’s trade deficit with China increased over 180 billion Euros in 2020.
Until the mid-2000s, European businesses mainly invested in China.
In contrast, Chinese businesses began to increase their investment
toward Europe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17, China’s
investment in the EU exceeded the volume of the EU’s investment in
China. Recently, China’s investment in the EU is usually implemented
as format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M&A) in the key industry. It has
been a direct cause of the EU’s introduction of a screening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 and urging China to sign a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European public perceptions of China have negatively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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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respondents showed their negative perceptions toward
China except for the EU-China trade. However, the younger generation
relatively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China than the older
generation, which implies further changes. Currently, EU-China
relations have changed into a high-tension status.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EU maintain their antipathy toward China in the case of
the EU’s future enlargement.
Traditionally, the EU’s diplomacy is characterized by multilateralism,
promoting active cooperation among multiple actors. It contrasts
significantly from the US’ unilateral diplomatic approach. Hence, the
EU has shown its leadership in the fields where multilateralism is
universally applicable, such as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EU has been strengthening its
own capabilities by ‘strengthening strategic autonomy’. Also, the EU
has recently been trying to benefit from diplomacy, national defense,
industry, and technology.
Furthermore, the EU attempts to weigh up its Atlantic partnership
with the US against its economic partnership with China. US-China
conflict would not be easily resolv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On the one hand, the US tried to restore its broken trans-Atlantic
alliance. On the other hand, the US established an AUKUS—an
alternative alliance with Australia and the UK—which could be
regarded as a warning sign. Accordingly, the EU shows its selective
cooperation with the US rather than the Union’s complete reliance
against the US. Against China, the EU attempted to take a multifaceted
approach to each issue. It means the EU’s active support in the areas
of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EU’s apparent confrontation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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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 the areas of illegal subsidies and unfair practices.
International conflicts continue to emerge due to a recent
combination between security and the economy. The EU’s ‘open
strategic autonomy’ is a byproduct of high coordination and troubles
in this process. Europe’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US and China
provides implications for Korea’s diplomatic and trade policies. South
Korea’s diplomacy is at the crossroads due to the US-China conflict
trigger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period. It is because South Korea
cannot abandon only its value-based alliance with the US but also its
significant geo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with China. First of all,
in diplomacy, South Korea-US relations need to be rooted in their
alliance because they have shared common values such as liberal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system. 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find an equilibrium between value and pragmatism
through establishing multifaceted relations. South Korea does not
share its political values and systems with China, but it is obviously an
important partner in terms of its economy, climate change, and
geopolitical weight. South Korea needs to advocate norm-based
international relations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der, taking the leading role by finding out the relevant
issues and strengthening its solidarity with like-minded partners.
In the field of trade, it is essential to note the competition paradigm
has been shifting into a form combining technical advances, trade
policy, labo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ctors are inclined to combine trade policies with soci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labor and human rights for restraining China.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implement preemp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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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ystems up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these fields. It
also needs to implement diverse approaches such as traditional trade
policies based on the FTAs, public diplomacy based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CSR activities which are under company unit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global supply chain by participating in the chain reorganization
supported by the US and the EU or the restoration plan by us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local corporations of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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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중국과는 상황에 따른 협력·경쟁·라이벌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EU와
미국, EU와 중국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갈등과 협력의 양자관계를 전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EU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미·중 갈등에 대응하고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SBN 978-89-322-1826-7
978-89-322-1072-8(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