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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
유주의’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단극 패권에 입각해 자유주의 개방 경제를 기
초로 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
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등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
의 세계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개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이익조화’와 ‘예외
주의’,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원칙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에 ‘교화’가
아닌 ‘힘’으로 맞서면서 미국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역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점이 상이하
다보니 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일관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동맹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실제 정책과는 모순되거나 괴리된 거대 담론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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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대변하는 ‘평화발전’,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
동체’와 같은 개념들은 평화옹호적이고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적 역내 질
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
현을 국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대국화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 AIIB, RCEP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경제
협력 추진, ‘중국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대국화, 즉 ‘강군몽’을 위해 군사역량의
강화, 핵 억지력 확보,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선진 무기 및 장비 발
전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중 봉쇄에 대응하
기 위해 중러 군사협력 강화, 해양대국화 및 원양해군화 촉진, 해양실크로드 건
설을 통한 미국의 제해권 대항, 전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통한 A2-AD 전
략 수행,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적극 개입,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명
적 차원에서는 문명대국화를 목표로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 ‘공자학원’ 설립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 해외 언론매체 설립, 중국의 싱크탱크 지원 등을 추
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이 중국에 대한 호감
도를 제고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 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
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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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무렵 이미 대외정책의 확고한 사상적 기
반이 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는 2014년 3월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소
련 해체 이후 서방의 ‘수정주의적’ 정책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되돌리려는 이른
바 ‘신수정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는
첫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이를 위한 국
제법의 우위 확립, 둘째,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정체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정
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확고히 되
는 것, 다시 말해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이며 셋째, 국제관계의 기본구조로서 기
존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 구축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구적 차원에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구조 형성,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확보, 국제안보 강화, 국제경제 및 환경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의 과제는 첫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현 단계에서
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둘째, 유
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이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외정책 및 군
사ㆍ정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NATO 확
대와 유럽 MD 체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 지역까지 EU 확대를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화해와 갈등의 사이클
을 벗어나 이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제한
적 협력관계’ 설정은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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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프로그
램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 그리고 역내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다. 하지만 비핵화 셈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워
싱턴 관료조직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은 교
착상태에 빠져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압박이다. 트럼프 정부
는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
며, 한미 FTA 개정 요구,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통해 동맹관계의 훼손을 무릅
쓰고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했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전략 전환에 대한 요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군사령부
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 정
책 수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셋째, 한반도 비핵화, 넷째,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등이
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 촉진을 위해 ‘쌍중단-쌍궤병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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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재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
재와 경제지원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절
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 지역으로 ‘일대일로’ 프
로젝트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
는 것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극동에서
의 한러 경제협력 등 이 지역에서의 역내 소다자주의 및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등거리 노선 고
수이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
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이다. 러시아의 입장
에서 북핵문제는 당면한 위협이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을
축으로 하는 역내 대결구도가 더 본질적 위협이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동북아에서 안보적 근심을 덜고 극동 개
발에 매진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
이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극동을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
에 이는 한반도 정책의 확고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 위에 있는 한반
도 정책을 고려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
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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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이며, ‘공동의 이익 추구’도 ‘미국의 이익 추구’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
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가 한국의 동맹 이탈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워싱턴 관료조직과 의회의 우려를 활용하면서 압박의 정당
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워싱턴 관료조직의 압력 수위를 낮추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셋째, 대미 안보 의존에 따른 안보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여 공백을 메우는 ‘동맹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 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미
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
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한국의 외교
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비록 제한적으
로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나 포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의 한반도 연계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
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틀도 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남북한과의 균형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등거
리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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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 구축,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실현을 변함
없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에서 한반
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역
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러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
나친 안보ㆍ경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및 동북아 다자평화
ㆍ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평화협력공동체 실
현을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
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
여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
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경제협력공
동체 실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
라 단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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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로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한반도체제’의 비전은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
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이며, ‘신한반도체제’의 목표는 첫째,
우리의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둘째, 비핵화 진전과 남북 호혜적인 경제적 성과를 통
한 ‘평화경제’ 실현이다. 이를 위한 경로는 먼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정
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면, 이를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하고, 이어서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와 ASEAN,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
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종단철도의 완성으
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고, 이를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로 발전시켜,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미중 경쟁구도의 심화와
미러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북미협상 교착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
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도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럴수록 주요 강대
국들의 세계전략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이들 간 협력과 갈등
의 지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이익과 조화시키는 과제는 중요하며, 이를 극복하
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한반도체제’가 실현가능한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사상적 기반과 탈냉전기에 벌어진 주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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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파악하고, 둘째, 이들 국가의
세계전략을 목표와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셋째, 그러한 목표와 과제를 실
현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방안이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것
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요 강대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 연구의 대상은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며, 더 구체적으로
는 트럼프 정부, 시진핑 정부,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세
계전략이 이전 시기 세계전략의 기반 위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
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세계전략, 중국의 경우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 집권기의
세계전략, 러시아의 경우 옐친 정부의 세계전략도 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다.
이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및 통계 조사이다. 먼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발표한 공식문서, 주요 고위인사들의 공식 발언 등
1차 자료를 검토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분석한 국내외 학술서
적 및 논문,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 언론 보도 등 2차 자료(한글, 영어, 중국
어, 러시아어)를 활용했다. 둘째, 전문가 간담회 및 인터뷰이다. 국내외 관련 전
문가, 정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
다. 셋째, 세미나를 통한 피드백이다. 지난 2019년 11월 9일 (사)한국유라시아
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잠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전문
가의 논평을 청취하여 수정ㆍ보완에 참고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에
서는 첫째,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 기획을 둘러싼 논쟁의 장기화와 합의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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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등장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국
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검토와 오바마 정부의 세계전략과 비교하여 트럼프 정
부의 세계전략을 분석했다. 셋째, 2017~19년 정책결정자들의 담론분석과 오
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지역전략인 인도ㆍ태
평양 전략을 파악했다. 넷째, 트럼프 정부의 지역전략과 워싱턴의 관료조직의
기존 전략 간 균열의 결과로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3장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에서는 첫째, 중국의 전
통적인 세계전략사상과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 집권기 세계전략사상의 연장선
에서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사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시진핑 정부의 국
가전략 목표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세계전략의 목표 및 과제를 검토했다.
셋째, 세계전략의 목표와 과제에 기초하여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
했다. 마지막으로 4장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에서는 첫째, 1990년대
친서방 자유주의와 유라시아주의의 사상적 논쟁에서 출발하여, 푸틴 정부가 출
범한 20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세계전략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는 유라시아주의의 진화과정을 추적했다. 둘째, 러시아 정부의 여러 공
식문서에 기초하여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를 재구성하고, 지구적ㆍ지역적
차원의 핵심과제를 파악했다. 셋째,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에서 한반도가 차지하
는 위치와 비중을 분석하고, 러시아가 설정한 한반도 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총괄ㆍ검토, 1장 및 4장 집필
을 담당했고,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2장, 김재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3장을
집필했으며,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연구진이 공동으로 5장을 집필했다. 전혜주
중앙대학교 정치학석사와 이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박사통
합과정생은 자료수집 및 연구행정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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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 세계전략의 일환 중 하나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정부
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계승하고 확대ㆍ발전하면서 전략적 연속성이 일정하
게 작동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미국 패권
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더욱 강화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권력 엘리트 혹은 지배
연합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외정책 측면에서 전통적인 외교안보 엘리트
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미국 패권 전략과 대중 정
책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 패권 기획으로서 글로
벌리즘을 부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대중 정책에서도 기존
정책의 반성1)과 다자주의적 중국 견제 기조를 보이던 엘리트들의 전략과 달리
경제적 보호주의와 인종주의적 민족주의, 동맹에 대한 불신 등 과거의 대중 강
경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
책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어떠한 사상적 기반에 의해 생성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오바마 정부의 대외전략 전반이 안보ㆍ번영ㆍ가치의 삼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기존의 동맹 논
리를 폐기하고 있고, 가치의 경우에는 미국 예외주의와 글로벌리즘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기획을 포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1) 일부 대외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결국은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 과정을 미국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대중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반성하는 움직임
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Campbell and Ratner(2018), pp.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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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지구화의 다양한 위협, 즉 경제뿐 아니
라 이민과 난민, 테러 등이 제기하는 안보와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로부터
미국의 주권,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대
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2018년 9월 UN 총회 연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
된 주장이다.
이러한 트럼프와 그의 정책에 대한 미국 주류의 평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형성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손
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제관계학자들이 기존의 미국 패권
과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2) 하지만 트럼프
의 등장은 이들의 주장처럼 미국의 패권을 몰락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측면과 함께, 그동안 미국의
패권이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추진
한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 냉전의 종언과 단극 패권
미소 간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한 냉전은 강대국 간 경쟁 논리에 의해 미국의
과대팽창을 막고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체제적 약점을 반성하고 개
혁하는 자기 규율의 장치로 작동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냉전 시기 미국의 군부
독재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기획이 한계에 직면하게 만들었
고 베트남 전쟁, 아랍의 자원민족주의 등 제3세계에서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미
국의 대외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전 지구적 팽창이 본연적으
로 억지되는 양상이 펼쳐졌다.
하지만 소련 진영의 해체가 완결되고 미국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찾아온

2) “Hundreds of Scholars Have Signed a Statement Defending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Trump Has Attacked,”(2018.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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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언은 냉전 시기 미국 패권이 직면했던 ‘고난’을 역사에서 축소ㆍ사상
하고, 탈냉전의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단극패권은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는 승
리주의와 문명 패러다임으로 이어졌다. 이는 냉전의 종언이 곧 미국과 서구 자
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ㆍ경제
ㆍ자원ㆍ문화ㆍ도덕적 차원에서 서구의 우월성이 강조되는 서사가 증가하게
되었다.3) 이러한 탈냉전기의 서사 지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이론이 프랜
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종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냉전의 종언 이후 서구의 승리주의를 확산시킨 학자이고, 더 나
아가 1990년대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주류적 담론을 제공해왔다. 특히 후쿠야
마는 역사종언론에서 탈냉전을 통해 세계가 비로소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냉전의 종식을 단순히 이데올로기 경쟁의 종료로 인식하지
않았다. 탈냉전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적 가능한 대안 체제가 소거된 상태
로서 서구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최종 승리를 의미했다.4) 더 나아가 후쿠야마는 최
종 승리를 거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이
발생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진화할 필요가 없이 완결된 인류 최후의 정치체
제로 설명함으로써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냉전 이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적인 체제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치적 전략 경쟁이 사라지는 ‘탈이데올로
기 세계(de-ideologized world)’가 도래하리라는 것이다. 그에게 탈냉전은
인류의 이념적 진화의 종결지점인 것이다. 후쿠야마가 주장한 탈이데올로기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정치영역에서 ‘힘’의 변수가 약화되는 공간이다. 자유민주
주의의 지구화는 더 이상 국제체제 안에서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
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는 곧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희석된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역사는 종언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의 전 지구
3) 탈냉전 승리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Schrecker(2004) 참고.
4) Fukuyama(1989), p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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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성취되지 못했으며, 오늘날 일부 서구 국가들이 포퓰리즘의 부상과 자유
민주주의의 쇠퇴를 겪고 있는 현상을 볼 때, 그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탈이데올
로기 지역이 다시 이데올로기화되는 회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후쿠야마의 이론은 현실에 대한 진단에 오류를 범했으며, 실천적 차원
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를 지구적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테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이후 미국 신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확산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다른 국가에 대한 개입
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나. 미국 패권 예외주의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부상한 승리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단극체제를 배
경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과 미국 패권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강조하
는 미국 패권ㆍ서구 질서 예외주의로 변환된다. 특히 이러한 서사의 변화는 존
아이켄베리(Gilford John Ikenberry)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미
국 패권에 기반을 둔 전후 서구 질서가 예외적으로 공고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주권국가들 사이의 무정부상태를 관리하는 ‘구조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통
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론화한다.5) 구조적 자유주의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
징 세 가지는 상호호혜적 패권, 개방 경제, 국민 정체성(civic identity)이다.
아이켄베리는 전후 질서를 세력균형이나 강압적인 패권에 의해 창출된 위계
적인 질서가 아니라 탈중심적이며 다자주의적인 성격으로 정의한다. 이는 미국
이 힘의 행사를 스스로 자제하면서 전후 체제에 관여하고 동맹국에 대한 다양
한 배려와 관용을 제공하는 상호호혜적인 패권국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5) 이혜정, 전혜주(201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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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전후 미국 패권은 다른 국가를 종속하거나 위압하지 않는 소극적
패권(제국주의 시대의 패권적 식민지 지배와 달리)이었으며, 전후 질서 수립 과
정에서 동맹국들의 참여를 수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한 열린 패권
(open hegemony)이자 ‘침투 가능한’ 패권이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구조적 자유주의는 개방 경제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
외적 특징으로 보고 있다. 아이켄베리는 서구 자본주의가 최대치의 절대 이익
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할 필요성이
없음을 제기한다.6) 이는 불안정성과 무정부성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국가 간 상호 협력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현실주의와 대척점
에 있는 주장이다. 아이켄베리의 개방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이익에 의한 국가 간 경쟁동기가 소거되고, 뉴딜
(New Deal)식의 복지국가, 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 역시 희석시킨
다. 그런 점에서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극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역사의 종언’의 또 다른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7)
구조적 자유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국민 정체성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
는 국가별로 다양한 국가 정체성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가 정체
성이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위협 상황으로부터 국가의 자원 동원을 가능
하게 하는 정신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의 국민 정체성은 기존의 국
가ㆍ민족ㆍ종교적 정체성과는 대비되게, 민주주의ㆍ시장경제ㆍ민족에 대한 관
용ㆍ개인의 자유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연대를 구성하고
있다8)는 것이 아이켄베리의 설명이다.
미국은 냉전의 종식 이후 ‘위협 부재의 골짜기(threat through)’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위협 인식의 지평을 최대

6) Deudney and Ikenberry(1999), p. 190.
7) 이혜정, 전혜주, 앞의 글, p. 15.
8) 위의 글,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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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래로 확장하고, 미래의 압도적인 군사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
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었다.9) 전략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서구식 질
서의 확산을 내세워 지구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패권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갔는
데, 이 과정에서 구조적 자유주의는 미국 패권을 과거와 다른 것으로 예외화하
고 탈냉전의 단극구조가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생산하면서 미국 패권
기획의 이론적 토대로 작용했다.
하지만 후쿠야마의 역사종언론과 마찬가지로 미국 패권을 예외화하던 아이
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는 현실에 대한 설명력에 한계를 보인다. 구조적 자
유주의에 대한 주장이 전개되던 1990년대 후반은 냉전의 종식 이후 서구의 번
영과 미국의 단극체제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위
기가 촉발되면서 세계화와 개방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들이 아웃소싱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자국의 노동자들
이 제3국의 노동자로 대체되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선진
국의 노동자들은 실업에 직면하고 시장의 재조정 대상이 되면서 국내적으로 중
산층의 몰락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미국 패
권 예외주의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호황과 불황이라는 메커
니즘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해체
(social disintegration)’를 진단하지 못했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대외적으로는 21세기 초입부터 부시 정부가 추진했던 일
방주의적 외교와 예방전쟁을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한 사태를 생각한다면, 미국
이 상호호혜적인 패권국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 대내적으로도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민주주의 쇠퇴 문제와 포퓰리즘의 증가는 아이켄베리가 주장했
던 구조적 자유주의의 국민 정체성과 대비된다. 이처럼 탈냉전 미국 패권 기획
의 이론적 토대에는 전반적인 결함이 있었다.

9) 이혜정(2017), pp. 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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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냉전 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소련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
해 초당파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
의 위협이 제거되면서, 엘리트 차원에서는 대외정책의 초당파적 합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의 패권 기획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민주주의 확산
을 위한 관여 정책이 활발해져 갈수록 국내적으로는 대외정책에 대한 합의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초입 미국이 이
라크 전쟁을 감행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탈냉전기에 역사종언론과 구조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대외정책과 국제질서를 구축해온 자유주의자들과 부시 정
부의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지구적 관여를 반대하고 철수를 주장하는 자제ㆍ
역외 균형론자들과의 논쟁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자제ㆍ역외 균형론자들은 소련이 해체된 이래로 냉전의 봉쇄 전략과 미국의
전후 패권 기획에 대해 도전해왔다. 자제ㆍ역외 균형론은 크게 자유지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먼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내외정책
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탈냉전 이전부터 냉전을 명분으로 한 기존의
안보정책과 동맹 네트워크, 국방태세의 전면적인 감축을 주장했다.
현실주의자들의 자제ㆍ역외 균형론은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 이후 적극적
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이 시기부터 역외균형론은 하나의 대전략으로 인식되었
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주류 패권 엘리트들과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이
들은 NATO의 정치동맹화, 중동에서 미 지상군의 전면 철수, 동아시아 주둔 미
군의 전폭적 감축 등 전통적으로 고립주의로 분류되는 자유지상주의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10)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역시 탈냉전 지구화에 대한 안
티테제의 일환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앞선 대외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장기화와 합의의 공백이라는 맥락에서 트럼프의 부상을 살펴볼 수도 있
10) 이혜정, 앞의 책,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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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차원에서는 탈냉전 이래로 신자유주의가 미국 내에서 전면적으
로 시행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이민자의 수
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백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가 기존의 백인, 기독교, 중산층 중심의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1990년대 중반부터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워싱턴의 기득권층은 자본과 무역, 이민 등 모든 방면
에서의 지구화를 전면적으로 추구해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패권국의
국내 토대인 중산층이 몰락했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백인 인구 감소
추세를 배경으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감도
가시화되고 있었다. 실제로 오바마의 집권 이후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인종
에 따라 갈리는 ‘인종화’가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11)
즉,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기존 미국 패권 기획의 한계와 정책적 논쟁에 휩싸
였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ㆍ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인종주의가 다시금 가시화
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가적 균열을 배경으로 ‘불구
국가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출사표로 내던지며 등장했다.
주류 언론의 시각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멕시코에
전가하는 것이나 모든 불법 혹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것은 비현
실적인 정책이었으며,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으로 일반화하거나 실제적으
로 미국의 실업률이 20%에 달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구였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은 반드시 민주당의 백인 자유주의자들과 소수인종의 무지
개 연합을 지키기 위한 이념적 위선이 아니라 인종적ㆍ문화적ㆍ성적 소수자들
11)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Tesler(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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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섭하며 살아가야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예의였다.12)
하지만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엉망이고 미국인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시간
을 허비하며 미국이 여전히 위대하다고 여기는 위선을 부릴 여유가 없다13)고
주장하면서 무역, 이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인의 이익을 최우
선으로 둘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멕시코 국경의
장벽 설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협정과 동
맹 분담금 재협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민자에 대한 관용, 다자주의, 세계
화, 그리고 자유주의 질서에 대항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사라지지 않은 채 현실로 되어갔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에 대한 검토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트럼프 정부의 세계전략
가. 국가안보전략 -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폐기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기존 패권의 논리를 폐기하면서 글로벌리즘
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이에 반대되는 ‘미국 우선
주의’ 가치를 담았다.
트럼프 정부 이전 국가안보전략은 ‘이익 조화의 원칙’에 기반을 둔 미국의 국
익에 세계자본주의의 안정, 지정학적 균형 등 전 세계의 이익을 동치시켜서 지
구 전역의 ‘대영역’을 관리하는 팽창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14) 이러한
12) 이혜정, 앞의 책, p. 223.
13)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주장은 Trump(2015) 참고.
14) 이익 조화의 원칙은 카가 19세기 영국지배의 기반이자 전간기 윌슨주의의 한계로 통렬히 비판한 것이
기도 함. Carr(19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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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세계 질서가 붕괴되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럽침공에 대응
한 참전론이 주장된 것이며,15)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NSC-68(국가안전
보장회의 보고 68)을 통해 재확인되어 미국 패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16) 예를 들어, 1949년 10월 26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의 한 관료는 연설
에서 “생존이 더 이상 지역적 노력이나 자원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세계에서 마
지노선에 의존하는 인식은 위험하다. 세계의 그 어떤 부분, 한 조각도 우리가
대외정책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틀이 될 수 없다. 미국 대외정책에 합당한 틀은
오직 전체로서의 세계뿐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17) 또한, 1950년 6월 13일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힘을 통한 평화: 대외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 개념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미국 대외정책의 목표를 이러한 ‘세계평화의 조건을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는 오직 그런 세계에서만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최고로 실
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18) 특히 소련의 도전뿐 아니라 전후 혼란ㆍ경제적
빈곤ㆍ민족주의를 미국의 안보와 평화의 위협으로 설정하는 등 미국의 안보 범
위는 세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패권의 ‘이익 조화’와 미국 예외주의는 2002년 부시 정
부의 국가안보전략으로 이어졌는데, “냉전의 종언은 인류발전의 유일한 길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즉 미국 체제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체제의 수
호가 국제 사회의 발전과 일치한다는 데 자부심을 보였다.19) 이 안보전략은 또
한 기술과 테러의 결합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였음을 지적하고, 위험한 기
술에 대한 전 지구적 통제, 실패국가의 재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범세계적 접

15) Cumings(1999), pp. 355-370.
16) Lee(2000) 참고.
17) Forsdick(1949), p. 708.
18) Acheson(1950), pp. 1037-1038.
19)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2002),”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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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다짐했다. 이 역시 방법론적으로는 압도적 힘의 격차를 통해 자유에 유리
한 세력균형을 건설하고자 하는 등 미국을 ‘자유 전파자’로 규정하는 예외주의
에 기반을 두었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도 부시 정부의 군사적 일방주의ㆍ민주주의 확
산노선을 폐기하고 소외되었던 미국 자체의 재건과 대외적으로 다자주의 노선
을 선택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지속되었던 미국 예외주의적 가치 및 이
익 조화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20) 2015년 NSS(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압도적이며, 다자주의 및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연성권
력을 강조하며 미국 예외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기후변화ㆍ세계경제의 안
정 및 지속적 성장을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로 설정하며 이익 조화의 원칙을 유
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미국의 리더십 여부가 규칙 기반 국제질서
의 핵심임을 명시했고, 국력 재건을 기반으로 민주주의ㆍ국제규범에 기반한 리
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위협에서도 미국 국민 및 동맹에 대한 위협,
지구적 경제 위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심각한 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을 제시
하며 미국의 안보와 국제 질서의 안보를 동치시켜왔다.
미국 예외주의와 이익 조화의 원칙에 기반을 둔 기존 패권 질서와 달리, 트럼
프 정부는 기존 안보전략의 가치를 모두 부정했다. 우선 탈냉전 이후 글로벌리
즘 시대의 도래는 미국의 압도적 힘의 우위에 대한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동안 도전국들에 의해 자유 경쟁 질서가 악화되는 등 미국의 우위가 도전받
아 힘의 우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북한과 이란은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자유민주
주의 질서에 도전하면서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등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대
외경제정책 및 오바마 정부의 국가재건 기획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쇠퇴에
대한 경제적 민족주의 혹은 보호주의 시각에서 경쟁국을 관여, 국제제도, 통상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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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02년, 2015년, 2017년 이익조화/예외주의의 변화

미국 예외주의

2002년(부시 정부)

2015년(오바마 정부)

2017년(트럼프 정부)

자유의 전파

전범으로서 미국 예외주의

주권 국가 중 하나

자국 국력
인식

압도적 힘의 격차

힘의 한계, 기반 재건

중국, 러시아 등 도전으로
국력의 상대적 약화

국제질서 인식

자유 기반 세력균형

민주주의/국제규범 기반
리더십

글로벌리즘이 미국의 국익
악화

이익조화 원칙

미국의 이익과
세계 이익의 동치

기후변화, 세계경제 등
분야에서 이익 조화 추구

미국의 이익 중심

자료: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200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2. 9)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을 통해서 선량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교화’시킬 수 있다는 지난 20여 년
의 믿음은 오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시 정부 이래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를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의 이단이 얼
마나 극단적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시 정부는 탈냉전 이후 단극체제의
절대적 군사력을 통해 체제대결에서 승리한 민주주의/자유주의의 전파를 추구
함으로써 이익조화의 원칙을 실현했다면,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 전쟁 이후 침
체된 국력하에서 국력 재건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협력, 다자주의 참여
등 국제 사회 속에서 미국의 위상 및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트
럼프 정부는 미국이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글로벌리즘의 과도한 확대로
미국의 이익이 훼손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국제 사회의 이익
과 미국의 이익을 별개로 두고 자국 이익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라크
전쟁 후 부채에 시달렸음에도 근 15년간 유지되어온 이익조화 원칙을 전면적
으로 부정했다.
트럼프 정부의 2017년 NSS 보고서 서문에는 ‘미국인을 위한 영구한 우위를
창출하는 미국’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국제질서와 미국의 동치를 부
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새로운 관점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주권국가 중
하나의 국가일 뿐이라고 인식하며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가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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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조화의 원칙’으로 미국인의 이익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약화되었
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가치였
던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폐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는 ‘주권의 비전’, 즉 미국인을 보호하고, 미국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 번영을 증진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하며,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국익 추구를 담고 있다.
NSS 보고서는 전통적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논의를 넘어서,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범죄, 불법이민 등 전통적 치안 및 사회 안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강조
하는 등 미국 내 안보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내적 도전
에 있어 국경 및 이민 문제, 불공정 무역에 따른 경제 약화 및 일자리 유출, 불
공정한 동맹 분담금 등의 문제를 거론했고, 대외적 도전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
발하는 불량국가의 도전, 이슬람 테러 집단,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국가 등이 안
보 위협으로 규정되었다. 미국이 더 이상 이익 조화 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을 것
이므로, 동맹국에 대한 분담금 추가 부담 요구, 불공정 무역 개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국익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NSS 보고서는 미국이 추구해야 할 안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4가지
사활적 이익으로 나눠 규정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4가지 사활적 이익은 첫째, ‘미국인과 국경 및 삶의 방식을 보
호하는 민족주의’로, 이전 전략들의 ‘대영역’에 대한 통제가 아닌 국경 통제와
이민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슬람 네트워크에 의한 테러 우려를 미
국 내 배외주의ㆍ인종주의적 반발과 결합시켜 정치적 전략의 국가안보 전략화
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번영과 경제적 민족주의’로,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지적재산권 절도 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기존 패러다임과는 결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석유
개발, 석탄 지속 사용 등 환경규제 전복 움직임을 함께 고려한다면 미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세 번째 이익은 ‘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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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보존’으로, 전력 증강의 규모 및 범위가 크게 확장된, 즉 재래식 전력부터
핵ㆍ우주 분야까지의 전면적 군비증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맹
국 및 파트너에 ‘공정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안보 무임승차
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익은 ‘미국의
영향력 증진’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 연성권력을 통한 영향력 증진이 아니며,
개발원조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호혜적 성격의 개발 원조를
폐기하는 등 기존 색채를 지우겠다고 선언했다.
NSS 보고서가 제시한 사활적 이익 추구에서 근간이 되는 대원칙은 ‘주권 존
중’에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인민주권론 혹은 민중주의적 해
석을 통해 안보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 주권으로 미국의 이익에 대해 타국의 존중을 요구
하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 예외주의를 부정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미국식 삶의 방식을 강제로 이식할 수도 없고, 그것이
진보의 궁극적인 필연적 결과물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명제는 미국
(패권) 예외주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영구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NSS 보고서가 기존 패권을 부정하다보니, 이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의사결정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하므로 실제 미국 외교와 괴리가 있다고 평가절하하며 보고
서 대신 트럼프의 트위터가 더 의미 있을 것이라는 조롱의 반응을 보이고 있
다.21) 그리고 상당수 미국 주류는 트럼프가 기존 패권을 파괴하는 위험한 전략
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22) 해외 전문가 등은 미국 패권의 전통과
트럼프의 이단이 혼합된 안보 정책이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23) 반면 소수의
21) “Trump’s Security Strategy is a Farce”(2017. 12.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22) “When America No Longer Is a Global Force for Good”(2017. 12.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2. 10); “Trump Alters 70 Years of American Global Policy”(2018. 1. 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11. 10).

제2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 33

공화당 보수 국제주의자들은 미국 외교의 전통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
도 내리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했던 미국 외교의 일
방주의적 전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내용 측면에서 기존 패권이 전제하고 있는
미국의 국익과 패권 혹은 세계 질서와의 이익 조화나 미국이 인류발전의 전범
이라는 미국 예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이단적’이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류의 비판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단과 전통의 혼합이라는 또 다른 평가는 이단적 내용 자
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종합해보면, ‘이
단적’ 내용을 전통적 수사로 포장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24)

나. 군사전략
1) 국방전략25) -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안보위협
폼페이오가 이끄는 국무부는 미국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중국을 가장 경계하
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키론 스키너(Kiron Skinner), 마일스 유(Miles Yu) 등
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체제와 문명과의 대결’이라고 표현했으며 국무부 고위
당직자는 ‘백인이 아닌 국가’라고 인식하는 등, 협력보다는 대결의 상대로 인식
하는 경향이 강한 상태에 있다.26) 이에 트럼프 정부의 NSS 보고서가 공정무역
등 경제적 접근을 통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동맹국들에도 불공정 무역ㆍ
안보 무임승차 등에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의 도전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 지역협력 등 다자주의에 대한
23) “A Straus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7. 1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이상현(2018), pp. 31~68.
24) 김상기 외(2018), pp. 134~136.
25)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 2019.
12. 8).
26) “How Mike Pompeo became Trump’s China”(2019. 6.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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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의 2018년 1월 의회 증언에 따르면, 과거 걸
프전 당시의 군사모델로 상대하기에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전력이 강하며,
기존 전략이 비효율적이고 패배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국방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27) 과거의 국방전략에서 확대된 규모의
국방예산 및 군사력이 필요한 새로운 국방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하 NDS) 보고서는
규칙에 기반한 둔 국제질서의 쇠퇴가 전례 없는 복잡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재등장함에 따라 미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
협받고 있으며, 이에 미국의 군사력 및 전략적 위상이 위축ㆍ쇠퇴하고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주요한 위협으로 지적하고 있
는데, 우선 중국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약탈적인 경제 진출을 꾀함과 동시에 군
사력의 급속한 성장 및 현대화를 바탕으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재조정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추후 장기적으로 중국이 성장할 경
우 현재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군사화와 같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미
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경
선을 무단으로 침략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임과 동시에 유럽 및 중동 지
역에서 현상변경을 꾀하는 도전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지아, 크림반도
등에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며 경제, 안보 분야 등의 국제적 합의에서 거부권
을 행사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
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자유주의 국제질서, 주권존중 및 통행규칙 등 미국 중심의

27)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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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제질서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현
질서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체제로 대체하려는 등 도전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북한, 이란 등도 핵ㆍ생물학ㆍ화학ㆍ비전통 무기체제
등 다양한 위협요소를 통해 미국의 헤게모니 및 미국의 동맹국, 지역 안보에 지
속적으로 도전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지위는 다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전은 급격한 첨단기술의 개발 및 기술 확산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기술 발전에 의해 전쟁 유형이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 전쟁의 장벽이 낮아
지고, 이에 특정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진 현대 환경에서 합동군 체제의
절대적 우위는 상실되고 다방면에서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방전략의 기본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지닌 군을 보유하
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이를 위해 위협요소에 맞서 ‘경쟁ㆍ억제ㆍ승리’라는 합동군 체제의 기
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미국 본토를 수호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유
지하여 미국의 국익에 맞게 국제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제질서의 발전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방전략의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준비의 우선시’, 즉 상대방
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해야 하며 합동군의 규모 또
한 확대하여 어떠한 갈등 요소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는 전략적 경쟁의 재등장으로 인해 탈냉전 이후 추진되어온 미국의 반테러 국
방전략의 목표가 강대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인도ㆍ태평양, 유럽, 중동
등 중국, 러시아 등이 주로 도전하고 있는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지정해 강대국
의 도전적 행동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주, C4(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MD(미사일 방어) 등 군사 분야에서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2019~2023 예산안이 그대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
해 핵무기 전략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무기 현대화의 필요성도 제기하여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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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한편 국방전략은 동맹국 및 파트너십과 연계하는 방위전략을 구상했는데,
이는 NSS(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안보보다는 무역 분쟁
으로 인식한 것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의 보장은 합동군 체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십과 함께할 때 가
능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우호적인 힘의 균형을 구성할 때 국제
질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갈등을 극
복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했다. 또한 상호 동맹ㆍ파
트너십이 방위전략에 중요한 요소이며,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보완해주
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밝힘
으로써 국방전략이 미국의 군사력 개선ㆍ확대 및 동맹국과의 협력 유지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인하였다.
2) 핵태세전략28) - 핵전력의 전략적 목표 확대
국방부는 NDS 보고서에서 제시한 핵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2018년 핵태세
보고서(NPR)를 통해 구체화하는 등 핵무기를 통한 억제 전략을 공식화했으며,
핵무기를 핵ㆍ비핵공격 모두에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국 등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핵 군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현대
화에 몰두해왔으며, 특히 핵 투발 수단 다양화에도 박차를 가해 34개의 새로운
투발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미국은 F-35 전폭기 단 1개의 수단만을 개발
하는 등 핵전력에서 경쟁국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의 핵
능력 재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태세전략의 네 가지 목표는 ① 핵ㆍ재래식 전략 공격 억제 ② 동맹국 및 파
트너들의 안전 보장 ③ 억제 실패 시 즉각적 반응 ④ 미래 불안정성 및 위험 대
응으로, 기존 오바마 정부하에서 ‘핵 없는 세계’를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핵전
28)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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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매티스 국방장관의 2018년 2월 의회 증언 중 핵태세전략에 대한 답변
비판

정당성

사용가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의 신개발은
불필요하며 불안정을 야기함

저위력 핵무기는 전투가 아닌 억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더 유용하며, 러시아에 제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요할 수 있음

핵태세 보고서로 미국이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

2018년 핵태세보고서는 핵무기 사용 원칙에
있어 2010년과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

핵무기 현대화ㆍ유지ㆍ작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

국방예산의 3%만을 핵억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화에는 추가로 3.4%만을 10년 동안
투자해야 함. 또한 이 비용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입될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임

NPT(핵확산 금지조약)의 지향점과의 모순이 존재

핵태세 보고서는 NPT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핵확산 방지ㆍNPT 의무 준수 및 체제를
존중할 것을 명시했음

핵 테러ㆍ핵 확산에 대한 명확한 언급 부재

핵 억제를 위해 테러집단을 지원하는 국가,
테러집단,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임

자료: U.S. Department of Representatives Document Repository,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WRITTEN STATEMENT FOR THE RECO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25).

력의 전략적 목표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Norman Mattis) 국방장관은 후술할 2018년 의회
증언에서 상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핵태세전략이 ‘핵무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
해 위협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리더십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에 반론하며
다음과 같이 핵전력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① 핵무기를 통한 억
제 전략이 러시아에 제한 핵전쟁이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점 ② 핵무기 사용은 미국 및 동맹국들의 사활적 이익이 극심하게 침해
받을 때에만 검토될 것이며, 이런 접근은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0
년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 ③ 핵테러 및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
재하기 때문에 전략적 경쟁에 따른 핵 억제뿐만 아니라 테러집단과 핵 프로그
램을 공유하는 행위자에 대해 단호한 행위를 취하는 것 또한 억제전략에 포함
되어 있다는 점 ④ 핵무기를 통한 억제 전략의 비용이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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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며, 국방예산의 3%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3) 매티스 국방장관 - 중러와의‘전략적 경쟁’(2018년 2월 의회 증언)29)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NDS 보고서 및 핵태세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인
2018년 2월 의회에서 현 국방전략은 기존의 국방전략이 아닌 중국, 러시아를
겨냥하여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밝히며,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함은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언
급했던 만큼, 국방부는 대통령 지침에 맞게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보고서들의 관점과 동일하게 강대국 간 권
력 다툼이 다시 도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테러 대응 국방전략이 아니
라 중국, 러시아와 같이 권위주의적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들과 ‘전략적 경쟁’을
하는 것이 국방전략의 주요한 초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탈냉전
이후 지속된 세계경찰 국가로서 미국의 두 지역 동시 전쟁 전략의 폐기에 따라
강대국의 침략을 억제하려면 이전 25년과는 다른 국방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면서, ‘동시 전쟁 수행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전략적 경쟁 환경과 전쟁 상황을 나눠 양 상황에서 합동
군 체제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의 목표는 크게 다
섯 가지로서 ① 본토 방어 ② 핵ㆍ재래식 공격 억제 ③ 인도ㆍ태평양, 유럽, 중
동에서의 공격 억제 ④ 테러집단 및 WMD(대량살상무기) 억제 ⑤ 군사 갈등이
다. 전쟁 상황에서 합동군은 ① 본토 방어 ② 핵ㆍ재래식 공격 억제 ③ 미국에 대
한 강대국의 침략을 방어하여 국가이익, 동맹, 주요 파트너들을 보호 ④ 중요 지역
에서 침략 억제 ⑤ WMD, 테러리스트들의 본토 침략 억제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합동군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국방전략이 필요하며, 단일 분야
29) U.S. Department of Representatives Document Repository,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WRITTEN STATEMENT FOR THE
RECO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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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매티스 국방장관의 2018년 2월 의회 증언 중 합동군 상황별 가이드
경쟁 환경에서의 가이드라인

전쟁 시 가이드라인(총 동원)
본토 방어

핵 공격 및 재래식 공격 억제
핵심 세 지역(Three theaters)에서 침략 억제

경쟁적 강대국에 의한 침략 방어

테러 및 WMD에 의한 위협 차단
군사적 충돌 발생 이전에
선제적인 미국의 이익 방어

두 번째 핵심 지역(Second theater)에서
기습적 침략 억제
테러 및 WMD에 의한 위협 방해

자료: U.S. Department of Representatives Document Repository,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WRITTEN STATEMENT FOR THE RECO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25).

의 노력이 아닌 외교, 정보자산, 경제, 재정, 법 집행, 군사력 등 다방면의 요소
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방부의 대규모 개혁, 특히 군사력의
규모 및 구성을 갈등 요소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능력을 지닌 군사
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4) NDS(국가방위전략)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지지30)
2018년 제출된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에 대해 미국 의회가 검토한 위
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의회 모두 미국이 처한 안보 위기에 공감하였
다. 보고서는 미국의 현 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놓여 있으며, 특히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한 위상과 안보가 적대국들에 의해 다방면에서 침해받고 있으며, 평
화도 전쟁상태도 아닌 일종의 무력 분쟁 상태에 놓인 ‘회색지대(Gray-zone)’
가 급증하면서 세계 안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적으로
미국 내 양당의 기능 장애와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으로 인해 국
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국방 능력이 쇠퇴했다고 분석했다. 그 외에도
기술 혁신, 특히 5G, LTE 등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약진은
30) USIP, “The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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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기술의 군사적 이용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기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회 위원회 보고서는 NDS 보고서가 지향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
는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방법론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방 계획의 실
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또한 평화, 갈등, 전쟁 시 각각의 상황에
서 어떠한 접근법으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
족하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 개혁의 그 필요성도 제시했는데, 회색지대에서의 갈등
뿐 아니라 전쟁 수준의 집중된 전투에 이르는 다방면의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부족한 숙련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
문했다. 또한, 민주적 가치에 의거하여 건강한 민ㆍ군 관계 복원을 위해 국방부
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 문제에 있어 의회는 2018년 제정된 ｢초당적 예산법(BBA: Bipartisan
Budget Act)｣을 통해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자 했으나, NDS가 요구하는 만큼
의 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방부의 조직 개혁을 통해 일정 수
준의 예비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방부의 노력과 별개로 의회 또
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세 가지 대안으로서 ① 해외 비상
작전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전환하거나 ② 국방부에 장기연도 예산 편성을 가능
하도록 하는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③ 다년 예산 편성 도입 등 총체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허가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세 개의 지역에서 다섯 개의 강대국에 맞
서고 있어 두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기존 전략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므로 명확한 전략에 따라 국방전력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경제ㆍ외교정책적으로 통합된 전략을 국방계획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
했다. 이 외에도 예산 우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확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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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방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의회는 NDS 보고서가 가정하고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경쟁’뿐만 아니
라, 단기적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는 심
층 방어 전략을 통해 잠수함에서 전략폭격기까지 다양한 군사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러시아에 맞서는 NATO 개혁을 통한 힘의 균형 유지를 꾀하며, 필요시
핵무기의 사용도 고려하고, 중동에서는 동맹국 및 파트너십과 함께 공동대응하
며 주둔군의 급격한 철군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은 미
국과 도전국들이 경쟁하는 곳이며, 적국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이므로
이에 육ㆍ해ㆍ공군의 집중을 통한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1월 에릭 에덜먼(Eric Edelman) 전 국방차관과 게리 러페
드(Gary Roughead)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 이
전 시퀘스터 등으로 국방예산 삭감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안보가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7년 NSS를 통해 미국의 하드파워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회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31) 이들은 또한, 2011년 ｢예산 관리
법｣의 제정, 2013년 시퀘스터 이후 미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2010
년 7,940억 달러에서 2015년 5,860억 달러로 약 2,000억 달러가 삭감된 것
이 국방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2018년 국방예산안
합의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을 뿐이며, 트럼프 정부의 NSS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5%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예
산을 요청했다.

31)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Joint Statement of Eric S. Edelman
and Gary Roughea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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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바마 정부의 세계전략과의 비교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 패권을 지탱하던 요소들을 뒤엎으면서 미국 중심
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은 이미 서술
한 바 있다. 기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이익 조화의 원칙을 배제하고 핵무기
의 전방위적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테러 전쟁에 임했
던 과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주권 국가 중
하나로서 개별 국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
당시 국방전략 및 핵태세전략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오바마 정부의 2010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32)
2010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미국의 글로벌 파워와 영향력이 광
범위한 국제 사회 시스템과 그 운명이 엮여 있음에도 현재 안보 상황이 아프가
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지속되는 전쟁 및 테러세력과 대적하는 광범위한 전쟁
의 지속, 경제ㆍ군사력의 분산 확산,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 시스템
혼선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있다.
QDR은 안보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로서 ① 기술의 발전ㆍ확산이 가져올 비국
가행위자의 능력 향상 ② WMD 확산 및 유출 위협 ③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의 영향, 새로운 질병의 등장, 문화ㆍ민주주의적 갈등 등 안보 환경 복잡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넓은 범위의 국익 추구와 핵심 지역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국방전략
의 핵심으로 삼고, 세부 목표를 ① 군사력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 미래에 닥쳐
올 위협에 대비하고 현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며 ② 군인들의 전투
력 향상을 위한 무기구입, 적응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는

32)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2010),”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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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명시했다. ‘기능 재조정’은 파괴적 기술의 확산이 극단주의 이념과 결합
하면서 높은 수준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적국들은 새로운 공격 무기
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안보위협을 상정하고 대응하기 위해 군사전략, 훈
련, 작전능력 등에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익이 국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안보ㆍ번영ㆍ지구
적 가치에 대한 존중ㆍ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를 작전범위로 삼는 군대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
에 대해 역설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타
국이 글로벌 안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분쟁 중
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각인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진행 중인 전쟁에서 우위 확보 ② 갈등의 억제 및 예방 ③
다양한 긴급사태를 해결하고 적의 공격을 패퇴시킬 수 있는 준비 ④ 군사력의
보존ㆍ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전쟁 내지 내전이 진행 중인 이라크에
서는 이라크군의 자문ㆍ훈련ㆍ지원 등을 담당할 것이고, 동맹 및 파트너십과
함께 테러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것이며, 단기ㆍ중기적 관점에서 이라크에서는
점진적으로 철군하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주로 시행할 것이고, 중기ㆍ
장기적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알카에다 붕괴에 필요한 작전을 시
행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로 갈등 억제를 위해 외교ㆍ개발ㆍ
국방ㆍ경제 수단 등 통합된 방침을 통해 파트너십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며, 전 지구에 걸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군의 역량을
확보해 국가-비국가 행위자들의 도전을 방어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알
카에다를 포함하여 초국가적인 테러 위협의 출현을 예방하고 잠재적 적국을 억
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속 대응군 체제를 완비하여 더 넓은 범위의 작전
투입을 계획 중이며, 동맹국들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 개의 핵심 지역에
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위협을 대비ㆍ억제하기 위한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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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오바마 정부의 QDR과 트럼프 정부의 NDS 비교
2010 QDR
1) WMD, 핵확산 우려로 인한 불안정
2) 자원 필요도 급증ㆍ기후변화ㆍ질병 등
안보 환경 복잡성 증가
안보 위협 요인
3) 정치ㆍ군사의 분산 확대로 인한
복잡하고(Complex), 불확실한(Uncertain)
환경 조성
핵심 가치

미국 이익과 국제사회 이익 동치

2018 NDS
1)
2)
3)
4)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
중국의 군 현대화
약탈적 경제침략, 남중국해 진출
미국 주도 질서 위협
미국만의 이익 추구

주요 목표

1) 미국 이익과 국제사회 이익 보호
2) 테러 네트워크 붕괴
3) 전 세계 작전범위를 기반으로 한 군사
활동을 통한 ‘예방 억제(Prevent-and
Deter)’ 재균형(Re-balancing)

1) 군사력 확대 및 증강
2) 전쟁 억제 및 전쟁 시 승리

세부 목표

1)
2)
3)
4)

1) 신뢰할 수 있는 군 보유
2) 전쟁 준비 우선시(Prioritize
preparedness for war)
3) 우주ㆍC4지휘체계ㆍMD 현대화
4) 핵전략 근본적 전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승리
갈등 억제 및 예방
다양한 긴급사태 해결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준의 군비 보유

주적

1) 테러집단 및 테러집단을 지원하는 세력
2) 핵무기ㆍ핵물질 확산 행위자
3) 북한, 이란

동맹전략

1) 외교ㆍ개발ㆍ국방ㆍ경제 등 통합전략을
통한 파트너십 지원
2) 동맹국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안보

국방예산

1) 2010-2011년 예산 삭감으로
고순위(High priority) 사업 우선 진행
2) 저순위 사업 폐지ㆍ삭감

군사전략

1) 재균형(Re-balancing)
2) 신속대응군 체제 구축

중국, 러시아
1) 동맹국 및 파트너십과의 연계
2) 동맹국을 통한 미국 군사력
보완(Complementary)
3)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의회 법안 통과로 인한 예산 증가
경쟁(Compete), 억제(Deter),
승리(Win)

핵심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국 본토

인도ㆍ태평양, 유럽, 중동

국제사회전략

기후변화, 질병 등 공통 문제 관심

-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20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24);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8).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QDR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방 프로그램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언급
했는데, 예산 감축으로 인해 낮은 우선순위의 예산, 구체적으로 F-22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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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G-100 구축함 개량 사업 예산 등이 삭감되었으며, 2011년 예산에서도
C-17 수송기 구매, CG(X) 순양함 사업 등이 삭제되는 등 군사력 증강에 차질
이 빚어졌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QDR은 이익 조화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
제를 국방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지속가능한 목표 설
정을 추구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ㆍ시설 등의 가동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공유재에 대한 인식도 드러내고 있다.
2010년 QDR과 2018년 NDS는 당시 미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추진 방향뿐 아니라 세부적인 목표에서도 매우 다른 접
근법을 취하고 있다. 우선 QDR은 이라크 전쟁의 종결에도 계속된 게릴라전과
테러의 발생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통적인 국
가 대 국가 대립보다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북한, 이란의 핵개발과 함께 그들이 테러집단과 연계되
어 핵 테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으며,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등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2018년 NDS는 테러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에 따라 전통적 국가 대 국가 대립이 시작되었고 장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
이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중국의 경쟁적 진출이 미국의 영향력 축소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함과 동시에 냉전 시기의 대규모 억제 정책을 재탄생시
켰다.
이러한 안보 상황에 대한 관점의 상이함이 국방전략과 국제사회의 이익 일
치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QDR은 당시 테러와의 전쟁을 슬로
건으로 걸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청했으며,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
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 국방전략의 목표가 국제사회의 안정이라는 공동
의 이익과 일치될 수 있었다. 반면, NDS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중국
과 미국의 패권전쟁, 즉 중국의 부상과 진출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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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군사적 대응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국제규범의 준수 등 공동의 이익
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의 번영보다는 단순히 미국의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군사 전략 또한 QDR이 전 세계를 작전범위로 하는 신속대응군 체
제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면서 전 지구적 평화와 미국의 국익을 함께 추
구해왔다면, NDS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하여 대규모 핵ㆍ재래식
전쟁을 상정, 전쟁 대비 군비증강 및 C4(지휘부) 개선 등을 목표로 삼아 전면전
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NDS는 패권 유지를 위한 패권 예방 전쟁
의 면모를 더 많이 띠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국방예산에서도 시퀘스터 등 전체적인 삭감이 진행되다보니
지속적인 사업 감축ㆍ폐지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QDR은 예산의 효
율적 사용을 강조했지만 대규모 전력 증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특히 ‘핵
없는 세계’를 제창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으로 핵전력 또한 대규모 감축을 실시
했으며, 스트라이커 여단 개편 등 재래식 군비의 경량화도 진행되어 군대의 규
모 및 무게감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졌다. 반면 NDS는 QDR의 예산 부족 상황
이 지속되어 전력이 쇠퇴하였다는 문제의식하에 초당적 합의에 따라 증가된 국
방예산 편성을 지원받았고, 이를 근거로 대규모 재래식ㆍ핵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 규모 확대 및 대규모 핵억제ㆍ현대화 작업은 이전의 경량화 작업
과 달리 무게감을 늘리고 소규모 무력시위가 아닌 대규모 전쟁에 대비한 전투
중심의 군대를 꾸려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오바마 정부의 ｢핵태세보고서(NPR)｣33)와 트럼프 정부의 2018년 NPR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핵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
며 ‘핵무기 없는 평화와 안전의 세계’를 제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의 핵전략도
33)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20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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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무기 수 감소 및 그에 따른 미국의 국가 안전 전략의 변화를 예고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발간된 ｢2010년 핵태세보고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핵
위협 감소ㆍ핵무기 없는 세계ㆍ그와 동시에 미국의 국익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
며 다섯 가지 목표로서 ① 핵 확산ㆍ핵 테러 예방 ② 미국 안보전략에서 핵무기
중요도 감소 ③ 낮은 핵 태세 수준에서의 억제ㆍ안정 전략 추구 ④ 지역 차원에
서의 억제 강화 및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⑤ ‘안보ㆍ안전에 기반을 둔 효율적
핵무기 관리’를 제안했다.
｢핵태세보고서｣는 미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냉전 이후 대규모 핵전쟁의
위협은 감소한 반면, 핵 공격에 대한 위험은 증가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가장 주
요한 위협으로 알카에다를 위시한 테러집단의 테러를 지적하고, 그들이 핵무기
를 확보하여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핵무기
도난, 블랙마켓에서의 핵 장비 구입 등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다른 위협은 핵 확산으로, 미국의 동맹국ㆍ파트너십들까지도 핵 보유
를 원하는데, 특히 북한과 이란은 노골적으로 핵능력 보유를 갈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는
지역 불안정을 가져오며, 인접 국가들이 핵 보유를 통한 억제를 고려하게 만들
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이 처한 환경은 냉전시기와 달리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양극체제에서 수립된 군사전략은 현재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미
국 핵정책의 핵심 요소는 핵 테러와 핵 확산을 막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언급
했다. 이는 과거 대규모 핵무기 보유를 통한 핵억제 전략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
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핵억제 및 핵능력은 적국을 억제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십을 보장하는 필수적 역할은 수행할 것이나, 미국 재래식 군비의 우월성, MD
체제의 개선, 냉전 완화로 인해 미국 국방정책에서 핵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 ‘MAD(확증파괴전략)’와 같이 파괴적인 억
제전략이 아닌,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핵전략으로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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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우선 국제적 협력의 차원에서 러시아, 중국 등 핵 대량보유국들과 긴밀
한 관계를 형성하여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러
시아는 과거 미국의 주요한 적대국이었으나 현재는 적이 아니며, 군사적 대립
또한 감소했다는 점에서 협력을 통해 이익의 공유ㆍ핵테러리즘 방지ㆍ핵확산
방지에 나서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협상 파트너인 중국 또한
미국과 WMD 등에서 협력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라고 소개하지만, 이와 동시
에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에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 국방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계’ 슬로건에 발맞추어, 핵무기 감축 및 국방
전략에서의 비중을 낮추어 NPT 체제의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
에 동참을 요구할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나간다는
기대를 심어줌과 동시에 타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는 의지를 표방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 없는 세계’ 슬로건을 제창하면서 동시에 핵확산에 대한 강
력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핵태세보고서｣ 또한 핵확산 방지
가 주요 정책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주된 목표로는 ① NPT 체제에 반
대하는 레짐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체제에 순응하도록 압박, 불법 핵물질 거
래 차단, 핵확산 위험 없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 확대 추구 ② 전 세계에 관리되
지 않고 방치된 핵물질 관리 ③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핵실
험 금지조약 등 군비 통제 노력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핵확산 네트워크를 저지
하고, 핵물질 밀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모든 행위자를 제약하겠다고 하여 전 세계적인 핵 감시태세를 갖추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정부의 NPR은 대규모 핵 감축에 따라 미국이 핵공격에 취약해
졌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 핵무기 전략의 근본적 목표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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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NPR 비교
2010 NPR
대내외적
환경

2018 NPR

냉전 종식
1) 테러 확산 및 관리되지 않은 핵장치 다수
2) 미국 재래식 군비 우월ㆍMD 체제 개선

경쟁국에 비해 낮은 핵전력

안보위협
요인

테러집단에 의한 핵 테러 및 핵확산

1) 러시아 및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
2) 경쟁국들의 핵 투발 수단 개발
및 실전배치

전략 목표

핵 테러 및 핵확산 억제ㆍ방지

핵무기를 통한 억제 전략 재추진

세부 목표

1)
2)
3)
4)

안보전략에서 핵무기 중요도 감소
낮은 핵태세 수준에서의 억제ㆍ안정 전략 추구
지역 차원에서의 억제 강화
안전(Safe), 안보(Secure), 효과적인 핵무기
보유(Effective Nuclear Arsenal)

1)
2)
3)
4)

핵ㆍ재래식 공격 억제
동맹국ㆍ파트너십 안전 보장
억제 실패 시 즉각적 반응
미래 불안정성 대응

군사 전략

1) 핵무기 개발 중단
2) Negative Security Assurance
(NPT체제 순응 국가의 공격 – 핵무기 미사용
NPT체제 미순응 국가의 공격 – 핵무기 사용 가능)

-

주적

테러집단 및 핵확산 행위자

중국ㆍ러시아

대내외 협력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러시아 - New START를 통한 감축
중국 – 투명성 확보 노력)

-

NPT 연계

NPT 규범 준수 및 모범국가 추구

가치 모순적이라는 비판 존재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2010),”;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2018),”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0. 4. 24).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 밝히며 핵무기를 통한 억제
전략이 여전히 주요함을 밝혔다. 특히 소극적 안전 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원칙을 제창, NPT 체제 및 핵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
가의 공격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나, 반대로 미국은 NPT 체제
와 핵확산 방지 레짐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 여전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 핵공격에 대한 핵억제는 계속 작동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동맹국
의 안보에 대해서도 핵억제, 지역안보체제의 강화, MD체제 등을 통해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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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트너에 대한 핵우산이 지속될 것이라 했으며, 또한 NPT체제 확대를 통해
편입되는 행위자들에게 안보적 이익을 제공하여 핵확산 방지 레짐을 확대해나
갈 것임을 밝혔다.
핵무기 감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며, 우선 미
국은 재래식 능력 증대를 통해 핵전력을 재래식 무기로 전환하는 노력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New START 협상을 진행해 핵무
기 투발수단을 줄여나가고 추가적인 핵탄두 개발을 금지하며, 핵실험 금지 조
약에 가입하는 등 동시다발적 군축을 추진할 것이고, 러시아 및 중국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 향상, 투명성 개
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핵 감축에 있어 러시
아 및 중국이 그들의 핵능력을 현대화하고 있으므로, 핵능력을 두 국가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2010년 NPR과 2018년 NPR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전력이 국방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2010년 NPR에서는 핵전력을 억제
수단의 주요 요소로 남겨두기는 했으나, 탄도 수량 감축과 중요성 감소를 명시
했고 재래식 중심의 국방전력을 꾸릴 것을 선언하는 등 핵전력의 비중을 감소
시켰으나, 2018년 NPR은 기존 정책을 뒤집고 핵전력을 국방전력의 핵심으로
전환하여 핵전력 확대, 현대화 추진 등 핵전력의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도 2010년 NPR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핵군축에 나섰지만, 2018년 NPR은 협력 대상이던 중국 및 러시아를
경쟁의 대상이자 미국의 핵전력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등 NDS의 인식
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NPR 간 가장 달라진 요소 중 하나는 핵전력의 사용 대상이 2018년 NPR
에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2010년 NPR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핵감축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는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 안전 보장 원칙을 제시했는데, 2018년 NPR 및 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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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방장관은 핵무기를 통한 억제 전략을 재추진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에 핵억제 전략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핵무기 전략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
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회 증언에서 2010년과 2018년의 핵전략 사용 원칙
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으나, 핵전력의 중요도 약화를 선언했던 2010년과 냉전
시기 핵무기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2018년은 무게감뿐만 아니라 실제 중
요성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격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3. 트럼프 정부의 지역전략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트럼프 정부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
태평양’을 원칙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두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으
로 대체했다. 이 전략의 공식적인 명문화는 2019년 국방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략 담론의 체계에서 보자면,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의 상대로 규정했고, 2018년 초
의 국방전략과 ｢핵태세보고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군사전략 전반
을 수립한 것이고, 2019년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지역 차원의 군사
력 운용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단순히 군사전략이 아니라 지역전략으로서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논의
는 2017년 말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연설에서 시작되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
전략이 발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내용 면에서 상당한 변화
가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들 담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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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바마 정부의 유산: 재균형정책에 대한 평가
CSIS는 2014년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안보 요소를 중
심으로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정책 및 발언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34)
2011년 초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밝힌 재균형정책에 따르면 ‘전략적 전환
에 따른 미국의 태평양 시대’로 표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화하
여 크게 여섯 가지 근본 활동 목표로서 ① 양자 안보동맹 강화 ② 중국과의 협력
을 통한 관계 심화 ③ 다자주의와의 연계 ④ 무역ㆍ투자 확대 ⑤ 군사기지 확보
⑥ 외교ㆍ인권 보장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발언에
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이 호혜적 분배, 유연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후 클린턴 국무장관 또한 지정학적 분배,
정치적 안정성ㆍ탄력성을 강조하며 재균형정책에 있어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
견이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오바마 대통령 및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
은 재균형정책이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안보 요소들을 조명하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 또한 제시된 틀 속에서 재균형정책의 안보부문을 구체화했다.
첫째, 국방 전략 가이드를 발간, 국방자원의 재균형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동맹
국들 및 핵심 행위자들과의 관계 및 군사적 능력 및 주둔군의 균형을 강조했다.
둘째, 2012년 샹그릴라 회의에서 파네타(Leon Panetta) 당시 국방장관은 네
가지 공유된 원칙으로서 ① 국제 규범 및 질서의 확장 ② 양자ㆍ다자주의 확대
③ 미국의 지역참여 확대 ④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활동 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재균형정책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
력 투입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는데, 특히 미 해군의 기존 배치비율인 50:50
(태평양:인도양)을 60:40으로 확대하고 해상정찰을 확대하는 등 태평양에 대
34) CSIS, “Assessing the Asia-Pacific Rebal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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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사력 투자 또한 확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2012년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권교체와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관리
법｣의 제정은 오바마 정부에 초기 재균형정책에서 수정된 새로운 방향을 요구
하게 되었다. 2012년 오바마 2기 정부 출범 이후 도닐런(Tom Donilon) 백악
관 안보고문은 다섯 개의 목표로서 ① 안보 동맹 강화 ② 신흥 강대국과의 깊은
파트너십 ③ 국제ㆍ지역 다자주의 질서에 협력 ④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 ⑤ 지
역 경제협력 구조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도닐런의 접근은 기존 클린턴 국무장
관의 접근법과 일정하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군사력의 사용을
평가 절하하여 기존 번영ㆍ군사력이라는 두 기둥으로 지탱되던 클린턴 국무장
관의 전략과는 일정하게 결을 달리했다. 또한 가장 큰 차이는 중국에 대한 관점
으로, 그는 중국을 신형 강대국과 분리하여 우대했으며, 중국과의 협력이 재균
형정책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이후 2013년 백악관이 발표한 재균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재균형정책의
목표는 ① 지역 기구 및 구조의 형성 ② 지역 내 경제협력 증진 ③ 동맹국 능력
강화 ④ 신형 강대국과의 긴밀한 연계 ⑤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형
성 ⑥ 민주주의 가치 확산인데, 이는 도닐런의 접근법을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도닐런이 군사적 요소를 평가절하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군사기지에
대한 조항을 제외했으며, 경제적 목표를 더 우선시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보고서와 달리, 당시 수전 라이스(Susan Elizabeth Rice)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013년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안보 증진, 번영의 확대,
민주적 가치 촉진, 인간 존엄 존중’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도
닐런과 비교할 때 군사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수전 라이
스는 안보 증진을 위해 동맹국과 미국의 군사태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닐런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보고서와도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보듯 재균형정책에 대한 발언과 세부정책은 시기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재균형정책을 설명한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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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태평양 사령부 담당자였던 척 헤이글(Chuck Hagel)과 새뮤얼 로클리어
(Samuel J. Locklear)라 할 것이다. 헤이글은 2013, 2014년 샹그릴라 회의에
서 재균형전략이 비군사적이며, 궁극적 목표는 외교ㆍ경제ㆍ문화적 전략이라
고 밝힌 바 있으며, 로클리어는 미국 지역전략에 대한 의회 증언에서 네 가지 작
전 전략을 ① 동맹, 파트너십 강화 ② 군사력 및 태세 증진 ③ 능력 및 작전개념
의 개발 ④ 비상시를 가정한 작전계획 수립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클린턴 국무장
관의 개념이 확장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강조되
었는데, 2014년 헤이글은 샹그릴라 회의에서 외교ㆍ경제ㆍ개발 이니셔티브가
재균형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지만, 번영은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안보전략에 초점을 맞추어본다면, 시기와 발언 인물의 차이는 있으나
안보 증진의 가치는 대부분 최우선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
한 세부 목표로는 우선 역내에서의 관계 강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비록 주로 쌍
방동맹, 특히 일본과 한국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파트너십과의 관계
개선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동맹의
현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동맹국들의 군사력은 강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ㆍ군사협력 확대를 통한 정치적 연대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파트너십의 확대 및 강화, 군사협력, 미군 순환배치, 군사적 지원 등
과 더불어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및 위기관리를 위한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하다
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세부 목표로는 군비태세 강화를 언급하였다.
이는 오바마, 클린턴, 헤이글, 로클리어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요소이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여 일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지정학
적으로 확대된 군비태세를 추구하여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긴급사태에 즉각 대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으며, 또한 작전 탄력성을 확대하여 군대 및
기지에 대한 위협에 맞서야 하고,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
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세 번째 세부 목표로는 지역 내 전투 능력
강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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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 어떤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2016년 워싱턴의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추가로 재균형정책을 평
가하였는데, CSIS는 파트너 국가들의 국력 향상, 반인도행위에 대한 공동 대
처, 미국의 국익 추구 등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35) 특히 안보 분
야에서 태평양 사령부 및 각국 기관들과의 협력, 괌에 공격 잠수함 추가투입,
태평양 지역에 투입할 추가 군 준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등 제안된 정책들이 국
방부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2016년 보고서는 재균형정책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
했는데, 특히 2012년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도서 건설 등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러시아와 IS 등 안보 분야에서 불확실성
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금융위기의 극복 및 정치적 분열로 인
한 국방예산 삭감은 중국의 도전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역량을 현저히 감소
시켰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맞추어 재균형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으
며, 이에 따라 정책의 주요 목표를 ① 미국 국민 및 동맹국 보호 ② 무역ㆍ경제
자유화 촉진 ③ 민주주의 규범 확산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현 국방전략은 중
국 및 북한의 도전과 ｢예산관리법｣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재균형정책
실현이 불완전하며, 더 나아가 지역 내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선 일관성 있는 재균형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는데, 이는 재균형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주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포함한 기관들 및 고위직들이 재균형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 및 계획 수립의 일관성이 부족하
35) CSIS,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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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CSIS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부터 지속적으로 재균형정책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정책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맹국들의 능력 확대 및 상호성, 회복력 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현재 지역 내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에 가해지는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는 그들의 능력을 넘어섰으므로 동맹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주의적 문제부
터 해상분쟁, 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역내
국가들의 능력을 증가시켜 위협에 맞서게 하는 정책이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하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내 고도화된 동
맹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① 남아시아에서의 해상 안보 동맹 ② 미국 해
군을 동원한 해상 안보 지원 ③ 일본이 지휘자의 역할 수행 ④ 역내 모든 정부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역할 심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군대의 유지ㆍ확대를 지적했다.
특히 동북아에 주둔한 미군은 역내 갈등 해소ㆍ공격 억제 등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에 맞는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국의 A2AD전략의 2도련선으로의 확대 등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
(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증가하는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서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ㆍ인도양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대를 주
둔시켜서 ‘예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단단한’ 안보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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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1) 틸러슨 국무장관의 인도 및 중국에 대한 입장(2017년 10월 연설)36)
틸러슨(Rex Wayne Tillerson) 당시 국무장관은 2017년 10월 연설에서 미
국과 인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에너지 영역을 포함해 양국간 전
반적인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 협력, 합동 훈련 등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ㆍ인도 관계는 민주주의
등 체제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미래에 대한 비전 자체를 공
유하는 특수한 ‘가치 동맹’이라고 밝히며 우호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ㆍ인도 관계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강력한 동반자 관계이며, 불안정성
이 점증되는 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치ㆍ항행의 자유ㆍ보편적 가치ㆍ자
유무역을 보호하는 공동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ㆍ인도 파트너십
의 역내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미국ㆍ일본ㆍ인도 간 3
자 협력, 장기적으로 호주를 포함한 타 국가들과의 목표 공유를 통한 이니셔티
브 구축을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증가하는 역내 위협 요소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 위협 요소로
는 테러ㆍ사이버 공격 및 북한의 핵실험ㆍ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가 중점을 둔 사안은 중국으로, 중국이 현 국제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국
가임에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악화시키거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도발 행위가 국제법에 정면
으로 위배된다는 점, 타 국가에 빚을 떠안기며 그들의 주권을 침해하고자 한다
는 점, 자금 지원을 통해 중국 국영기업의 부를 확대하는 ‘약탈 경제’를 시도하
는 등의 행위가 지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36)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t
Centu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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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안보 중시(2017년 11월 APEC 연설)37)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APEC CEO Summit에서 주로 공정무역과
경제를 중점으로 한 연설을 진행했는데, 이는 이전 틸러슨 국무장관이 인도ㆍ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언급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에서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구호하에 경제 관련 이슈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인도ㆍ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 목표는 ‘공정성과 호혜
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견고한 무역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 밝혔으며, 만성적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설에
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발전상을 거론하
였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 타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존 미국의 역할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그동안 일부 국가들에 의해 진행된 덤핑, 보조금, 환율 조작, 약탈적 산업정책
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상호성ㆍ호혜성을 위반하는 국가에는 명백한 보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미국과 달리 일부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산업 기획 및 국유 기업을 장려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의 효
과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안보 분야에 있어, 북한의 핵 위협을 주로 언급하며 모든 국가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며, 항행 및 비행의 자유에 대한 존중, 범죄 카르텔에 대한 단
호한 대처를 주문했으며,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7)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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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티스 국방장관38)과 폼페이오 국무장관39)의 인식차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2018년 6월 샹그릴라 회의에 참석하여 군사적 관
점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기본적인 가치인 동맹ㆍ파트너
십 강화, 주권 존중 등을 기반으로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서 ① 해양 안보의 확
장 ② 역내 작전능력 연계ㆍ확장 ③ 규칙 기반 질서의 강화 ④ 사적 영역 기반
경제 협력을 제시했다. 해양 안보의 경우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해양
경계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 및 모니터링 능력의 강화를 추진한
다고 밝혔으며, 동맹국들과의 작전 능력 연계, 특히 미군과 동맹국 간 군사전력
의 통합 용이성을 위해 재정 지원, 미국 무기 판매, 군사 교육 진행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관련하여 중국이 장기적 관점
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2015년 백악관에서 공언한 발언과도 불일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주로 경제
적 비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이라는 가
치를 밝혔는데, 이는 모든 국가가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국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역내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로 구
분되는데, 역내의 자유는 모든 국가에 해로와 항공로가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
며, 역내 영토 및 해상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어 국제 평화를 달성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방’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개방적인 투자 환
경, 국가 간의 투명한 협정, 지역 내 유대를 견인하는 연계성의 강화를 의미하
는데,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38) IISS, “2018 Shangri la Opening Plenary US leadership and the challenges of Indo-Pacific
secu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23).
39)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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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 ② 아시아 EDGE ③ 사회기반시설 구
축으로 경제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은 파트너 국가
들의 디지털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
고 있으며 시장에 기반을 둔 디지털 규제 정책을 통해 사이버보안 능력을 구축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
하여 거대한 사회ㆍ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며, 민관 합동 파트너십을 중심
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제고(EDGE)’를 언급했는데, 인도ㆍ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지 자원
을 수출ㆍ생산ㆍ이전ㆍ저장ㆍ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에 필요한 에너지를 역내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지원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역내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약
3,000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 이 범정부적인 구상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 파이
낸싱, 기술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을 조율하고 강화하며, 공유하는 부처 간 기구
를 신설하고, 파트너 국가들이 민간의 법률 및 금융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인도ㆍ태평양 사업 자문 기금도 함께 구축하는 등 각국의 주권, 지역의 통
합, 신뢰를 증진하는 연계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을 근거로 제기
되는 미국의 의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미국정부가 엄격
한 기준에 따른 개선된 양자무역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
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의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NSS에 명시되었듯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가치를 인도ㆍ태평양 지역
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트럼프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각국이 자국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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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 강경노선의 펜스 부통령40)과 슈라이버 국방 차관보41)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1월 APEC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뺷워싱턴 포스트뺸 기고문을 통해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폼페이오의 연설이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면, 펜스 부
통령은 경제를 포함해 안보, 가치 등 포괄적ㆍ균형적 요소를 가미했다.
당시 미중관계는 항행의 자유를 포함해 트럼프 정부가 35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상태였으며, 펜스
부통령 본인이 대중국 공격의 선봉을 자처했다. 이에 그의 기고문은 미국의 인
도ㆍ태평양 전략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개발금융의 강화를 강조하며 포식적
경제 진출을 추구하는 중국을 비난하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중국
을 겨냥해서 주권과 상업, 그리고 ‘민족자결’로 불릴 만한 토대를 침식시키는
국가들에 맞서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공동 성공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그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의 수단으로 번영ㆍ안보ㆍ가치를 제시
했으며, 우선 경제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금융 지원을 포함한 미국
투자의 비중 확대를 포함해 공정한 FTA 체결을 강조하고, 안보 측면에서는 ‘뜻
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역 안보 위협에 맞서 협력하겠다는 다소 일반적인 공
약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 및 인도와의 해군 합동훈련이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며, 해양 안보 능력을 지원하기 위
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강조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중국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가치의 측면에서 펜스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 법치와 종교적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내세워 자국민을 탄압하고 인접국의 주
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을 비판하고 역내에서 권위주의와 공격의 자리는 없다고

40) “Mike Pence: The United States seeks collaboration, not control, in the Indo-Pacific”(2018.
1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20).
41) AEI, “An American Strategy for Southeast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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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면서 중국 체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삼중구조로 설명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그것이 체계
적인지도 의문이며, 트럼프의 재선 여부 등 미국 국내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
됨에 따라 향후 대내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분명치 않다.
랜들 슈라이버(Randall G. Schriver) 국방부 차관보 역시 2018년 8월 7일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국내 인사들에게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목표와 현황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진행 중
인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과 개별 국가들의 주권 훼손이 미국에 대한
‘핵심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통해 장기적 전략 경
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으며, 정치ㆍ경제ㆍ군사를 망라한 총괄적 정책 집
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아시아가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며 역내에서 국방부의 역
할이 의미 있게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항행의 자유를 위시한 해양의 자유가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항행의 자유를 위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양자ㆍ다자
체제 안에서 참여 및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2억 9,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이익이 침
해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군사적 활동을 중점으로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데, 특
히 해양 분쟁을 대표적인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AEI가 대외적 메시지가 아닌 대
내적 여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대내
적 메시지를 중국 견제를 통한 미국의 이익 수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019년 10월 허드슨 연구소 연
설42)에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42) U.S. Embassy in Uruguay, “Michael R. Pompeo at the Hudson Institute’s Herman Kahn
Award Gal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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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미국과 중국의 체제와 이념
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오랜 기간 미국이 품어온 중국의 서구체제로의 전환
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중국에 의한 대규
모 도전에 맞서기 위한 것이며 두 국가의 이념적 이질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
문에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공산당 중심 일당체제
이며, 이 체제는 미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중국 국민들 또한
원하지 않는 정치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전 세기 중국의 자유ㆍ시장경제ㆍ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중국의 부상을 포용해왔으나, 중국은 공정ㆍ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상호성의 원칙 등을 존중하지 않았고, 미국과 서구의 가치에 적대적 행보를 취
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능력을 악화
시키고 기술을 강탈했으며, 안보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비대칭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국익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설은 트럼프 정부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도전은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둘러싼 경
쟁이며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제체제에 참여하고
있기에 중국의 의도는 갈등 확대와 국제사회 지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대중 견제(중국위협론)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은 혼란스러우며, 그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우선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번영
(경제)ㆍ안보(동맹)ㆍ가치(민주주의) 삼중구조에서 각 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영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미국 우선
주의에 따른 공정한 무역질서’가 지역 협력과 병행될 수 있는지, 특히 일본 및
인도와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 등과 트럼프 정부가 TPP 및 CPTPP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에 비해 적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
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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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책임ㆍ비용 분
담의 증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대한 편승의 유인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의 보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위
험요소로 지적된다. 가치의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ㆍ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전방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권위주의ㆍ주권 침해
를 지적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삼중구조 간 구조들끼리의 충돌도 문제를 야기하는데, 원칙적인 현실주의와
개별 주권 국가의 독립적 주권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전략에서는 경제ㆍ
안보ㆍ가치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독립적ㆍ영역별로 추진될 수밖에 없
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안보 분야에서 대중국 안보 협력을 일본과 추
진한다 해도, 경제적 차원에서 공정한 FTA를 요구하는 등 전략의 조화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4국 협력은 앞서 언급한 구조 간 모순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수한 이해관계로 인해 근본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인도는 이란과
의 경제협력, 러시아와의 안보협력, 중국과 경제협력을 통한 유인 확대 등 트럼
프 정부의 대외전략과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ㆍ
태평양 협력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위안부 합의 파기 및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4국 협력의 동력이 후퇴하고
있는 등 냉전시기와 같이 미국 주도의 정치ㆍ군사ㆍ경제 영역 전반에 걸친 대
중 봉쇄가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5) 종합적 관점을 담은 국방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년 6월)43)
2019년 6월 발표된 국방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앞선 폼페이오
장관의 경제협력 중심 전략, 펜스 부통령이 대중 강경파의 입장에서 제시한 경
제ㆍ안보ㆍ가치를 종합한 삼중구조 전략, 의회의 NDS 보고서 지지 및 예산 확
43)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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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필요성 제기 이후 종합적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트럼
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을 만들고자 하며, 미국은 모
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 질서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힌 이래 구체적 목표 및 실현방안에 대해 이전까지 논의된 것들을 담아낸 보
고서다. 그러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 지역의 번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도ㆍ
태평양 전략은 대중 견제를 핵심 목표로 하여 중국의 정치ㆍ경제 영향력의 확
대를 억제하고자 할 의도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의 본질은 ‘전
략적 경쟁’이므로 인도ㆍ태평양의 공동번영이라는 전략이 제시하는 수사와 달
리 역내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이 지역을 국방전략의 최우선 핵심 지
역(Priority Theater)으로 규정하며, 이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구축
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제적 규칙ㆍ규범ㆍ공정경쟁 등의
가치를 확산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ㆍ번영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중국ㆍ러
시아 등의 공격적 외교노선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존부터 밝혀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재확인했으며, 개별
국가의 주권 존중ㆍ경제 성장ㆍ국제 규범 존중 등 지향하는 가치를 ① 모든 국
가의 주권 및 독립 보장 ② 평화적인 분쟁 해결 ③ 자유ㆍ공정ㆍ상호 무역에 기
반을 둔 개방된 투자ㆍ투명한 합의ㆍ투명성 ④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을 포
함한 국제 규범 준수라는 원칙으로 발표했다. 먼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는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니며, 국가 내 국민이 그들의 기본
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역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 내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국가들이 모든 국제 수로ㆍ항공ㆍ사이버ㆍ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
째, 경제 분야에서 국가 간 ‘공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무역, 자유로운 투자가 가
능한 투명한 합의’를 촉구했다. 대부분 원칙이 이전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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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이 강조해온 내용들이었다.
구체적 방향성에서는 3P전략(대비, 파트너십, 네트워크 지역화 확장)을 제
시하여 안보ㆍ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고, NSS 및 NDS에서 제시한 ‘경쟁ㆍ억제 및 승리’ 전략과 연계하여 대중국
견제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비’는 군비 증강을 통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 요소를 억제하고
어느 갈등에서든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여 동맹국들과 함께 전투 중심
(Combat-Credible Forces) 전략을 채택하고자 함을 밝힌 것으로,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평화ㆍ억제ㆍ상호 정보 교환을
통한 전투 능력이 결합된 동맹 및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맹국ㆍ
파트너십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의 가치(주권 존중ㆍ공정무역ㆍ규범에 기반
을 둔 질서)를 존중하는 새로운 동맹과도 관계를 확대하여 평화와 안보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기존의 Hub & Spoke(집중 분산의 네트워크) 시
스템의 강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역화 확장’은 네트워크 지역
화 확대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십과 규칙 기반 질서를 공유ㆍ지지하며, 침략
억제ㆍ안정성 유지ㆍ공통의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지역 질서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 체제의 아시아로의 이식 및 확대를 시도하겠
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2017년 APEC CEO Summit)이 밝힌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이다’의 연장선상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경제ㆍ거버
넌스ㆍ안보의 연계하에 구성되었으며, 경제 발전에 위협을 받는 모든 지역 및
국가에 대해 ‘규칙 기반 질서’를 기반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나가겠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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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무부 보고서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성과에 대한 평가(2019년 11월)44)
2019년 11월 발표된 국무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들
과는 달리, 미국이 추진한 경제협력, 투자확대, 다자기구와의 협력, 양자관계
강화 등 다방면의 분야에 걸쳐 진행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
게 ① 지역 파트너십 및 역내 다자기구와의 협력 ② 경제 협력 및 투자 ③ 안보
④ 인간 개발 협력이라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미국과 역내 행위자들 간 협력 성
과 및 향후 비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 인도ㆍ태평양 보고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여 안보ㆍ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한 반면, 2019년 11월 발표된 국무부의 보
고서는 역내 협력 현황과 경제 협력을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분량 또한 안보 분
야에 비해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등 보고서 구성에 있어 평화적이고 공동
의 번영을 희망한다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존 보고서의 관
점처럼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특히 자유와 억압적 국제질서 간 경쟁이 점증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뒤이어 ‘경쟁’이란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갈등을 예방하고 성과를 높이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대립적 모습
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담긴 근본 가치는 국제규범ㆍ국제법이 준수될
때 자유롭고 안전하게 국제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펜스 부통령은 인도ㆍ태평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제창하면서, 부패를 제거하
고 국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인권 등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그
는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지지, 국민 사회의 발전,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를
주장하며 ‘진보의 블록과 독립의 보호자를 건설하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44) U.S. Department of Defens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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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국의 시각에는 역내에는 여전히 그들의 국민을 억압하는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는 관점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에 ｢해외 부패 방지법｣ 등 미국 국
내법에 기반을 두고 그러한 행위에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
히 캄보디아의 정치적 혼란, 중국의 국내외에서의 억압적 행보(언론 및 국민 사
회 통제, 종교 및 지역 소수자 억압 등)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정성 및 번영
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신장ㆍ위구르 그리고 최근 시위
가 지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중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에서 탄
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전과 같이 인도ㆍ태평양이 최우선의 가치를 가진 지역이라는 점
을 강조하고, ‘자유, 공정, 상호 교역, 개방된 투자 환경 조성, 좋은 거버넌스,
항행의 자유’라는 가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해외직
접투자(FDI)가 역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발생하여 미국에 300만 개 이상, 인도ㆍ태평양에는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긍정적 지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미국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다자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 파트너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성
공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ASEAN, APEC과의 협력 확대, 아시
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창설된 US-SEGA, 해상 경제 및 안
보 이슈를 다루는 IORA와의 연계 등 기존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미국이 주도하
고 있으며, 전통적인 집중과 분산의 네트워크(Hub & Spoke)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기존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2019년 9월 미국은 1억 달
러 규모의 지원을 선언하고, 추가로 3억 5,000만 달러의 프로젝트 투자ㆍ지원
금액이 합쳐진 대규모 자금을 인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지원하겠다는 의사
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외에 주목할 점은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전략, 인도의 ‘동방 정책’, 호주의 ‘인도ㆍ태평양 개념’, 대만의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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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동맹국 및 파트너십과의 양자관계에서 협력 강화를 단순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외교정책과의 연계에서도 시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과로 들고 있는 것은 경제 협력 및 번영인데, 보고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성과를 나열
하고 있다. 우선 사적 영역에 의한 투자가 증대되는 반면 국가 주도의 투자는
제한적이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포식적 경제체제
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개
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 강압적인 경제 관행, 불안정한 부채 부담 등에 대
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경제체제 및 아시아로의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설립한 국제개발금융협력기구(DFC)가 6,000만 달
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사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미국의 지원 전략은 시장 진입장
벽 약화, 사적 영역의 경쟁력 확대, 무역 증가 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외에도 지역 내 기업 연계 확대가 이루어지며 양국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7조 2,000억 달러 수준의 수출규모가 발
생하는 등 경제 협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은 크게 인프라 구축ㆍ에너지ㆍ디지털 경제로 분
야가 구분되는데, 우선 인프라 구축의 경우 미국 주도하에 담당 기구들이 설치
되어 국가ㆍ지역에 걸쳐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인프라 지
원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한 ITAN가 창설되고, 2019년 ITAN 산하에 거래자문
기금(TAF)이 만들어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재정ㆍ환경적 영향을 평가해
주는 등 사적 영역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보조하는 기구를 설치했다. 또한
2018년 국제개발금융협력기구(DFC)를 통해 차관 제공과 사업의 국제규범 준
수를 지원하고 ‘푸른 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부ㆍ기업ㆍ국민사회를 포함한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규범에 맞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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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지원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전미무역개발공사 등 미국 주도의 지원 체
제를 구축하여, 사적 영역의 투자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조적 지원을 제
공하는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부하고, 적합하며,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2018년
인도ㆍ태평양 사업 포럼에서 미국은 Asia EDGE를 설립하여, 범정부적 차원에
서 에너지 안보, 민간 영역에 의한 에너지 시장 투자 확대, 투명하고 시장 기반
적인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70억 달러 규모의
개발자금을 투자해 아시아 지역의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가스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안보 분야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할
애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범죄와 해양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보 분
야에서의 주된 성과는 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 ② 해양 영역의 보호 ③ 환경적
도전에 대응 ④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처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초국
가적 범죄는 테러ㆍ사이버 범죄 등을 가장 주요 요소로 지적하고 있는데, 중요
한 것은 북한ㆍ중국ㆍ러시아를 사이버 공격의 주된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공동
의 안보를 추구함에 있어 방해요소로 간주하고 호주ㆍ인도ㆍ일본ㆍ한국 등과
공동 대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양 영역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으로 남중국해를 지목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역 확보를 위해
제기하는 주장이 국제법ㆍ역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남중국해 수산ㆍ지하자원을 ASEAN 국가들이 이용할
권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
양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 일본, 필리핀이 남
중국해에서 합동 항해훈련을 수행했으며, ASEAN 국가들과의 정보 교류도 확
대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남아시아 국가들에 약 10억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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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약 3억 달러는 남중국해의 안보 분야에 지원되고 있고,
훈련 및 장비도 제공해주는 등 해양 안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
방부 또한 이와 유사하게 ‘Section 333’ 기금을 통해 2억 5,000만 달러를 투
자하여,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안보를 위한 정보교류, 정보 처리 상호 운
용, 다자주의적 해양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다.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과의 비교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아시아에
서 미국의 영향력을 개편ㆍ확대해나간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ㆍ군사ㆍ경제ㆍ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지향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아시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정책은 정책의 핵심 목표ㆍ세부 방법론ㆍ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이질적이며,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둘러싸고는 공개
된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뒤섞이는 등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세계전략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는 전 세계 공동의 이익 추구와 이익조화의 원
칙을 기반으로 군사적 대립보다는 무역ㆍ경제 자유화 촉진과 민주주의적 가치
확산이라는 비군사적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번영과 공공재 제공이라는 호혜적ㆍ
시혜적 접근을 추진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안보적 관점보다는 정치ㆍ경제
적 이니셔티브를 중점으로 지역주의와의 협력을 추진했다. 반면에 트럼프 정
부는 기본 기조인 대중 견제를 그대로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반영했으며,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경제보다는 안보와 군사력에 집중하여 중국의 진출을 견제ㆍ
억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기본 정책 목표를 두었다. 주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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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적 경제체제 견제 등 국제적 규범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긴 했지만 이는 중
국의 행위를 제약ㆍ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항행의 자유는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미중 군사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두 정부 간 세계전략의 차이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중국
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재균형정책은 중국을 협력의 파트너로
보았으며, 오바마 정부의 도닐런 백악관 안보고문은 신흥 강대국에서 중국을
분리할 만큼 중국의 중요성 및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중시했고, 정책 틀 내에서
도 중국을 일정하게 견제하되 공동과 번영을 함께 누릴 파트너로 인식하여 미
국의 패권 유지에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트럼프 정부 및 정
부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인 트럼프, 폼페이오, 펜스 등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중
국을 비판ㆍ경계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
으로 중국을 미국과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경쟁을 시도하는 적대국으로 보는
등 중국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합치되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을 억제하고 전쟁에 대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역내 안보 위협을 열거하면서 중국을 비교적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미국 중심
의 규칙 기반 질서를 악화시키는 국가로 중국을 지적하는 등 대립적 시각을 그
대로 드러냈다.

4.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가. 북한의 비핵화 - 내부적 불협화음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노선에 맞춰 안보리 제재 등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먼저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외교 전략을 구상해왔고, 뒤를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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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또한 초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부르고 ‘북한이 화염
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공격적 언사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
다.45) 트럼프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압박을 통해 북한의 무조건
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선언하며 미국과 북한을 대화창구로
유도했고, 2018년 3월 8일 한국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등 대화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북미관계는 급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었
다.46) 이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새
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포함한 4개 항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기자
회견에서 ‘실제로 종전선언이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미연합훈련은 중
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 논의는 지금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확답을 하지 않았
다.47) 또한 이어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군 철수가 자신의 전반적인 목표
이며, 손실을 가져오는 전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며, 대북 제재는 “핵이
주요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이 들 수 있을 때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48)
트럼프 정부의 싱가포르 회담은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전략적 인내를 일정
하게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했던 외적 결합 요소를 배제하고 있
다. 오바마 정부는 안보리와 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동맹 체제를 이용하여 북한
을 다양한 행위자들과 함께 다방면에서 압박해 선 핵 포기 전략을 취했다면, 트
럼프 정부 또한 ‘화염과 분노’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의 선 핵 포기를 유도했고 대

45) ｢트럼프 “北, 미국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2017. 8.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2. 23).
46) ｢[1보] 트럼프 “5월 중 김정은 만나길 희망”｣(2018. 3.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2. 23).
47) ｢트럼프 기자회견 “조만간 실제로 종전…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할 것”｣(2018. 6.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2. 23).
48) ｢[기자회견 일문일답]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2018. 6. 1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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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국면에서는 한국 및 일본과 일정하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회담
이후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
지도 남겨놓는 등 동맹국들과의 입장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과의 입장 조율에서 허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된 안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협상파트너인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은
2019년 1월 31일 스탠퍼드 강연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그는 북한 선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
히며 평화협정은 비핵화 종료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싱가포
르 회담에서 제시된 ‘새로운 관계’, 즉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 무색하게 오바마
정부 당시의 비핵화 셈법으로 회귀했다. 결국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
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보상조치 교환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이후 북한이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
연설을 통해 “방법론이 없다”고 비난하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9월 27일 담
화를 통해 미국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
지만,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도 성과 없이 끝나는 등 양국간
비핵화 셈법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연말까지가 협상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을 압박했지만,49) 미국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기준은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안한 ‘영변 대 모든 제재 교
환’을 거부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의 디지털 뉴스미디
어인 VOX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36개월간 석탄 및 섬유 수출 제
한을 영변 핵시설 폐쇄 및 우라늄 농축화 작업 중지와 맞교환하는 것을 검토했
다고 한다.50) 이는 2002년 북핵 위기 이래 지속되어온 ‘비핵화 대 경제적 보
49) ｢‘강경파’ 김영철까지 가세…연말시한 앞두고 총공세, 왜?｣(2019. 10.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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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하에 주도적으로
체결된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협상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공을 들인
한국의 위치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통일된 대한반도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을 주된 외교
목표로 삼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정책
들이 북미협상의 과정 및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한미 간 공유되지 못하면
서 북미협상 과정에서도 협상 카드로 제시되지 못하며 중재자 역할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국간, 특히 미
국이 자신의 입장만을 가지고 대북협상에 임하다 보니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동맹국들과의 균일한 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대북정책을 추진해오던 워싱턴 관료조직과의 결
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하나, 기존 관성에 의한 전방위적인 압박
이 정책그룹 내 여전히 존재하여 나타나는 부조화에서 기인된 혼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공화
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2016년 7월 방위비 분담을 무기로 삼아 해외 주둔 미군
을 철수시키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기점으로,51) 2017년 2월 28일 첫 상ㆍ하원
50) “Exclusive: Here’s the nuclear proposal the US plans to offer North Korea this weekend”
(2019. 10.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3).
51) ｢<트럼프 대선후보 수락 연설>한국외교 ‘트럼프 리스크’…“韓美동맹 재설정 우려”｣(2016. 7.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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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에서도 “아울러 모두 공정한 몫의 비용을 내길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52) 2019년 11월 발간된 더그 웨드(Doug Wead)의 저
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Inside Trump's White House)｣에서 트럼프 대
통령은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면서도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53) 11월 28일 뉴욕 발언에서도 직ㆍ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
한 불만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54)
특히 2019년 11월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장
관, 합참의장을 포함한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여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55)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현재 분담금의 5
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56) 중
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까지도 이러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크 밀리(Mark A. Milley) 합참의장은 11월 12일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부자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고 발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군 수뇌부 사이에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일정한 합
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57)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
한미군 사령관은 11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
근 ‘한국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라
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이 낸 돈은 한국경제와 한국 사람들에게 곧
장 돌아가지, 미국에 오는 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미국인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는 점을 에둘러 비판하여 합참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58) 심지어 해
52) ｢트럼프 “나토ㆍ태평양 국가 등 동맹 재정 의무 충족해야”｣(2017. 3.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2. 23).
53) ｢트럼프, 北과 전쟁 시 1억 명 죽었을 수도…韓에 많이 퍼줘｣(2019. 11.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54) ｢트럼프 “부자나라 방어에 엄청난 돈 써” 또 방위비 압박｣(2019. 1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55) ｢美, 지소미아ㆍ방위비 압박 수위 높여…합참의장 오늘 방한｣(2019. 11.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56) ｢‘5조 청구서’ 내민 美…명세서로 본 ‘협상의 기술’｣(2019. 1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57) ｢美합참의장 “미국인들, 부자 韓日에 왜 미군 주둔 의문”｣(2019. 11.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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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Harry B. Harris) 대사까지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초청해 방위비
분담에 대해 압박하는 등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르면서도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
하는 총력전을 보여주고 있다.59) 특히 11월 15일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6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
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힌 반면, 에
스퍼(Mark Thomas Esper)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한
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라고 밝히면서 양측 간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60) 그럼에
도 무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내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고 반감이 형성
되었고, 결국 11월 19일 개최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이견으로 1시간 만
에 파행되었다.61)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한국의 언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입장
을 보이고 있으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 간 균열을
우려해왔던 뺷조선일보뺸까지도 부정적인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뺷조선일보뺸
는 11월 13일 사설에서 “적정 수준의 부담금 부담은 당연하지만 ‘5배 인상 요
구’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주
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으며,62) 뺷중앙
일보뺸는 11월 11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부터 이른바 ‘비용
+50%’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과도한 요구가 건강하지 않은
동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협상 태도를 주
문했다.63) 진보 진영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제시했는데, 뺷경향신문뺸은 11
58) ｢주한美사령관까지 나서 “韓, 분담금 더 내야” 압박｣(2019. 11.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59) ｢미 대사, 야당 의원 줄줄이 불러 ‘방위비 인상’ 압박｣(2019.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60) ｢정경두 “방위비분담금 공평하게”… 에스퍼 “더 부담해야”｣(2019. 1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6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파행’… 1시간만에 결렬｣(2019.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62) ｢[사설] 美 지휘관까지 “주한 미군 필요한가” 韓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2019. 11.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63)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전략자산 비용 분담, 돈 아닌 군사력 증강으로 기여하자｣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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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일 사설에서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하
며 그들의 논리가 하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한국을 ‘대미
의존증’ 국가로 인식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분담금 협정에서 단호
히 대처해야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64) 뺷한겨레신문뺸은 11월
15일 사설에서 방위비 분담금 요구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CNN
보도 중 50억 달러 요구의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요구
가 ‘가치를 공유해온 동맹’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으며, 미국의 요구에
맞서라고 주문했다.65) 프레시안 또한 11월 12일 사설에서 분담금 요구를 ‘날
강도 심보’라고 표현하면서, 특히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완성을 통해 분
담금 요구의 근거를 제거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66)
반면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 더 진영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47명의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
다.67) 특히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
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이는 이념적 대립 구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수 진영이 방위비 분
담금 인상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한미동맹의 악화로
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반면, 진보 진영은 “한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은 다 하고 있다”는 관점하에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64) ｢[사설] 미 합참의장의 경솔한 ‘주한미군 비용’ 발언｣ (2019. 11.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65) ｢[사설] 근거도 없이 ‘분담금 5조원’ 요구한 미국, ‘동맹’ 맞나｣ (2019. 1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66) ｢‘도날강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처하는 법｣ (2019. 11.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67) ｢여야 의원 47명 “美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거짓협박’ 멈춰야”｣ (2019. 1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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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 간 무역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호혜적 패권을 폐기하고 ‘공정한 무
역 관계’를 제창하며 무역 적자의 시정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깃은 한미 FTA로, 그는 대선 기간 한미 FTA에 대해서 “일자리를 파괴하는
협정(job killing deal)”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한
국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윌버 로스
(Wilbur Louis Ross) 상무장관도 NA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도 재검토
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도 로이터와의 인
터뷰에서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재협상 또
는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8) 201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
담에서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한미 FTA는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
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고,69) 지속된 압력에 한국정부가 개정에 동의
하여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8년 9월 한미 FTA 개정안이 공개되었는데, 한국
은 ISDS(투자자 국가분쟁해결)와 관련된 독소 조항에 있어 과도한 남발을 억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미국은 픽업트럭 등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
데드라인을 연장하고, 미국의 안전 기준을 맞춘 차량의 수출 가능 수량을 업체
당 5만 대로 확대하는 등 무역 적자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70) 2019년 11월 산
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FTA 개정안의 효력
이 발생한 이후 10개월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누적 기준 100억 5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작년동기대비 무역 흑자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71)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2019년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에서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 분야 등에서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등 미국에
68) 송원근(2017), p. 1.
69) ｢트럼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협상 기대”… FTA 재협상 압박｣(2017. 11.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2. 23).
70) ｢ISDS 남발 막았지만…픽업트럭 美수출 20년간 막혀｣(2018.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28).
71) ｢한미 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 7% 줄어…교역량은 확대｣(2019. 1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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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미 FTA 개정이 자동차 분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등 상당 부분
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트럼프 정부의 무역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2018년부
터 미국 상무부 주도하에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
며, 2019년 11월 14일 발표 예정이었던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즉 ｢무역확장
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돌연 연기되었다.72) 한국의 경우, FTA에서 이미 자동차 분
야의 양보가 이루어졌음에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FTA와는 별개로 트럼프 정부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수입물품
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자 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의 배경은 한국기업의 대미 시장 점유율의 확대인데, 한국산 세탁기의 시장점
유율은 2012년 22.1%에서 2016년 35.2%로 증가한 반면, 미국 시장 내 1위
월풀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40%에서 2016년 35.2%로 하락하는 등 수입 세
탁기의 점유율이 높아졌으며, 태양광 전지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
은 2012년 5.7%에서 2016년 12.9%까지 상승했다.73) 이에 2018년 1월 22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입품 중 세탁기
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74) 이는 LG와 삼성
이 수출하던 세탁기 물품에 대한 0.3~1%의 초저율 관세를 전면 폐지하고,
20% 이하의 세금을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연간 120만 대로 제한
하며, 추가 물량부터는 고율의 관세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자국 시장 내에서의
수입산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태양광 제품의
72) ｢트럼프, '車관세 위협'만 1년 6개월째… 곳곳에서 '피로감'｣(2019. 11.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8).
73) 최원목(2018),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pp. 5~6.
74) ｢‘최악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 세탁기… 연 300만대 '관세 폭탄'(종합)｣(2018. 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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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 및 중국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해 판매량 기준
2.5GW까지는 관세를 면제하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019년부터
4년 동안 15∼30%의 관세를 매기도록 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LG와 삼성이
미국 내 수입산 세탁기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주목할 점은 초기 조사에서 ITC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국가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경제 활
성화 및 적자 해소를 위해서라면 트럼프 정부 이전의 미국이 추구해온 동맹과의
안보ㆍ경제적 관계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언급한 무역 적자를 해소함에 있어 동맹국들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동맹국에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자
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강요했다. 미국
은 화웨이의 5G 기술이 해킹, 기술 탈취 등과 연계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2018년 1월 미 하원이 화웨이 및 ZTE 사용 금지 법안을 발
의한 데 이어, 2월 FBI, CIA 등 정보기관이 화웨이 제품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
했고, 같은 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기관의 화웨이 및 ZTE 제품 사용을 금
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화웨이의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이
후 2019년 5월 미국이 한국에도 화웨이 거래 제한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공개되었으며, 특히 미 국무부 관계자가 LG U+와 화웨이와의 5G 연계
사업을 거론하는 등 개별 기업의 사업에도 압력을 가했다.75)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서는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ㆍ경제적 연계에 대한

75) ｢美, 한국에 '화웨이 거래 제한' 동참 요청한 듯｣(2019. 5.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6. 24).

82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나타난 경제, 무역 등에서의 대외전략은 동맹국들과 이익
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이
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는 국
제사회 속에서 미국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동맹국들이 얻는 이익이 존재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이익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만을 주된
반경으로 설정하고 양자관계에서의 제로섬 게임, 특히 미국의 압력이 존재하여
불공평한 관계가 설정된 환경 속에서의 이익 추구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은 FTA 개정 요구,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화웨이 거
래 제한 압력 등을 겪으면서 미국에 일정 수준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했지만 그를
통해 얻은 것은 거의 없거나 미미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점에서 기존 자유무역주
의자들이 주장하는 절대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적 이익조차도 ‘이익과
이익의 분배’가 아닌 ‘압력에 의한 손해와 이익의 강제 취득’만이 존재한다.

다.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전략 전환에 대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개입의 축소를 시사하고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이
아닌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 분쟁 및 관
세 조정, FTA 개정 압박과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전략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과 기존 워싱턴 관료조직의 세계전략
이 불일치하는 등 미국의 대외전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한미 간 무역적자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등 경제 이슈 해결을 위해 동맹과 안보를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 관료조직은 ｢NDS 보고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보고서｣
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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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보ㆍ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집
중과 분산의 네트워크(Hub & Spoke)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19년 11월 21일 ‘한미
동맹 리뉴얼(Renewal)’이라는 표현을 쓰며 동맹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
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76) 구체적으로는 11월 6일 양국간 고위급 경제
회담에서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기여 여부가 논의되었는데, 국무부
는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전략 차원에서 메콩 지역에 대
한 투자를 요구했다.77) 군사적 측면에서도 에스퍼 국방장관이 항행의 자유를
거론하며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 해군의 투입을 요청하는 등 한반도
에 국한되었던 동맹 역할의 확대ㆍ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78) 국무부와 국방
부가 발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인정함으로
써 양국의 전략과 비전을 사실상 동치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한미안보협의
회(SCM)를 통한 양자 관계의 안정과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SCM에서의 논의는 큰 흔들림 없이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시작전권 환수가 진행되어 ‘새로운 연
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기획하며 환수 이후 군사동맹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양 정상이 전시작전권 환수
에 합의하고 SCM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환’의 기준에 맞춰 한국군의 능력 평
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체결된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UN군사령부의 역할 확대에 합의했다는 점이다.79) 연합방위지침에 따르
76) ｢美의 ‘동맹 리뉴얼’, 中견제에 한국역할 압박 커질 듯｣(2019. 1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9).
77)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on the 4th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Senior Economic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
78) ｢美국방 “항행의 자유 필요”…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요청｣(2019. 8.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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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미 양국은 UN군사령부를 지속 유지ㆍ지원하며 합참ㆍ연합군사령부ㆍ주
한미군사령부ㆍUN군사령부의 상호 연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 있는데,80)
이는 UN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UN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UN군사령부 강화 움직임은 국방부 고위인사의 발언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존 루드(John Rood) 국방차관은 “UN군사령부 소속국
들은 한반도의 평화 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최
근 UN군사령부 강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드러냈으며, 특히 에이브럼
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9년 2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완전한 적대 행위ㆍ
무장 활동의 종결 및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로 UN군사령부의 활동 기
한을 설정하면서 단순한 평화협정만으로는 폐지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
다.81)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를 ‘미국이 한반도를 정
전체제의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협
정 체결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82) 이는 트럼프 정부의 개입
최소화 방침과는 달리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지속화하고자
하는 워싱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UN군사령부의 한
반도 내 작전권 행사 여부ㆍ정전협정 관리 등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한미 간 혹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의되어 결정될
사안들은 향후 한국의 주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고
려되어야 한다.83)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해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
79) 국방부 제50차 SCM 기념 공동발표문.
80) ｢[전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9. 2.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23).
81)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statement of General Robert
B.Abrams Command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24).
82) ｢미, UN사 통해 ‘사실상 지휘권’…전작권 유명무실 우려｣(2019.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1).
83)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연구는 노동영(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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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부터 시작된 양국간 극
심한 갈등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안보 커넥션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워싱
턴 관료들과 의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한국정
부가 지소미아 연장 거부라는 안보카드로 맞대응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토대로 한 지역전략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
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9년 8월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
을 것을 발표한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지소미아가 조속히 원상복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84)
이후 11월 22일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데 합의하기까지 근
3개월 동안 미국은 양국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은 11월 개최된
SCM 이후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고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일본에
서 열린 G20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85) 미국 의회 또한 초당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다음 날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는
등 전통적 안보 삼각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86)
지소미아 이슈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언 이전까지는 미
국이 중재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87) 발표 이후로는 워싱턴의 국무부, 국
방부, 그리고 의회까지 다방면으로 압박과 중재에 임해왔다는 것이다. 한국정
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면에서부터 미국의 개입을 바라왔지만 개입 의사가
보이지 않아 지소미아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
고, 이는 워싱턴 관료조직이 기존의 미국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노선을

84) ｢美,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실망”… 韓日 중재 메시지 없었다(종합)｣(2019. 8. 23),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9. 9. 24).
85) ｢‘지소미아’ 유예…美 ‘중재ㆍ압박’ 물밑역할｣(2019. 1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4).
86) ｢美의회도 ‘지소미아 종료연기’ 환영… “동맹 이득될 현명한 결정”｣(2019. 1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8).
87) ｢美 “한일 갈등, 중재 관심 없어… 관여는 하겠다”｣(2019. 8.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8. 24).

86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및 중재에는 나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0일 지소미아
와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우리를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한
다”라고만 발언하며 사실상 방관자의 입장을 취해왔다.88)
경제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동번영이라는 가치를 폐기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반면, 워싱턴 관료조직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동맹체제의 강화 및 역할 전환은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
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 한ㆍ미ㆍ일 삼각안보협력의 유지는
오바마 정부뿐만 아니라 패권 체제하의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
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비록 트럼프 정부의 특성으로 인해 미국의 갈등 완화
등 패권국가로서의 역할론이 상당 부분 퇴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럼에
도 기존 패권 질서 유지를 추진해온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성이 여전히 대외정
책에 내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라.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의 비교
오바마 정부 당시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평가
를 받을 만큼 양국간 긴밀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정책에 대
한 공통의 이해관계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89) 국제적으로도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 당시의 과도한 팽창을 축소하고자 했지만, 국제협력을 통해 그러한
공백을 메움으로써 미국의 패권과 국내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구
했다. 미국의 리더십이 국제사회 전반에 잔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아
88) ｢트럼프, 한일갈등에 “매우 곤란한 입장… 한국과 일본 잘 지내야”｣(2019. 8.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23).
8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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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Hub & Spoke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며, 특히 2009
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안보 위기상황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상수로 기능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2011년 연평도 포격 등은 동북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201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실험 이후 한국 내 THAAD
포대 배치 등은 한미관계의 안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의 패권 및 안전 보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을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일정한 연대하에 추진ㆍ지속하며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 전체에 걸쳐 TPP 협정을 추진하면서, 미
국의 지도하에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통합 및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리더십 발휘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국의 시스템에 동맹국들
의 편입 및 유지를 요구하고 개별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체제 유지 –
이익 획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 있어 리더십 및 역내 체제
유지는 국익 추구에서 상수였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정하게 지불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 악화 때마다 항공모함 전대를
포함한 미 태평양 7함대와 THAAD 포대 및 전략자산의 전개, 기타 동맹국으로
서의 한국의 위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명박 정부는 미중 패권경쟁에서는 일
정하게 중립을 지켰으나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의 보조를 일정하게 맞추어나가
며 동맹 관계를 가치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로까지 격상시켰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형성되었다
는 점에서 다층적이었다. 2003년 형성된 PSI를 대북 압박에 투입하고 안보리
제재를 통해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 ARF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 미국의 대북 정
책에 대한 공조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주지하듯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셈법을 깨트리고, 특히 세계전략 차
원에서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에 동맹의 관계 또한 기존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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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비용 분담 – 현상 유지’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에
서 형성된 국제 체제가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
생하게 된 것이다. 50억 달러의 분담금 요구,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 FTA
개정, 주한미군 철군 위협 등은 미국 중심의 Hub & Spoke 체제의 유지가 쌍
방이 원하는 것이 아닌 동맹국들만이 원하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행보가 국제 체제와 규칙ㆍ규범 및 의견 조율이 미미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의 합의로 형성된 국제질서
를 단독으로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국제 질서에 안정성을 제공해주던 다층 체
제가 리더십 부재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맹국, 특히 한국은 미국
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교체되면서 미
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대한 대가가 강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환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다층 체제까지 같이 붕괴하면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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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일찍이 나폴레옹은 “중국은 잠자는 사자이다.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뒤흔
들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이미 깨어났고 지금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이고 온후하며 문명화된 사자이다”90)라고
덧붙였다.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012년 11월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이래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글로벌 강국을 겨냥한 공세적인 세계전략의 전방위적 추진이다. 과
연 중국의 글로벌 부상과 영향력 증대가 전 세계와 역내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더 크게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이른
바 미중 패권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의 불안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인가를 두고 관련국들은 대응전략과 위험회피전략 마련에 고심하
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외교
사상’과 전략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미중 패권경쟁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미중 무역전쟁은 이른바
1단계 ‘스몰딜(작은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
다. 미국은 중국에 25%에서 30%로 추가 관세인상을 마무리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500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 수입과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함으
로써 서로 윈-윈 하는 모양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
는데다 탄핵 정국에 휘말리면서 모종의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중국 측에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무역전쟁에서 일방적 승자가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공생의 장이 되도록 협상 전
90) Allison(201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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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짜왔던 중국정부 내에서는 이번 협상이 중국에 호재이며 큰 진전이 있었
다는 평가도 있다.
작금의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미중 패권 경쟁의 서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이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위치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전방위적
차원에서 장기화ㆍ상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과 긴밀한 이
해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대응전략의 딜레마에 항상 봉착할 수밖에 없고,
국익 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헤징(hedging)이라는 위험회피 전
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THAAD 배치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제재와 보복을 당한
바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이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鲸战虾死 경전하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 전
략 미사일 배치를 거론하기조차 한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 엄청난 부
담이 될 뿐만 아니라, THAAD 보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중 관계를 파
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2018년부터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때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오히려 한층 더 굳건히 복원되고 다시금 혈맹 우호관
계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
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이 구조화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사상과 세계전략을 이해하고 모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가인 카(E. 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표현만큼 중국에 들어맞는 말도 없을 정도로 중
국은 과거 찬란했던 전통 문화 유산과 사상을 계승하여 현대적 의미로 창조적
인 변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 전략과 대외정책, 복잡하고 갈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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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나 국제관계,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을 다룰 때에도 일부 중국학자들은
단지 서구식 개념이나 용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수준, 즉 학문의 종속성을
넘어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 전통(특히 先秦시대)의 사상적 자양분
을 흡수하여 중국식 개념으로 새로운 외교 담론이나 용어를 새롭게 창조해 적
용하고 있다.91)

가. 중국의 전통적 세계전략 사상과 외교 원칙의 현대적 변용
전통시대에 중국은 이른바 ‘중화적 세계 질서(The Chinese World Order)’
체제하에서 독특한 세계전략 사상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대체로 전통
시대 중화적 세계질서는 두 축, 즉 유가적 평화주의(Confucian Pacifism)와
법가적인 ‘문화적 현실주의(Cultural Realism)’가 대립 경쟁하면서 병존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사 연구자인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에 따르면,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질서관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고 한다. 첫째, 주변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dominance)’ 행사, 둘째, 중
국의 내재적 ‘우월함(superiority)’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 및 존중, 셋째, 주
변 국가들과의 ‘조화로운 공존(harmonized co-existence)’을 위해 이러한
‘지배력’과 ‘우월함’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92)
결국 중화적 세계질서를 둘러싼 쟁점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시진
핑 신시대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외교사상이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그리고 앞
으로도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외교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아울러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의 세계전략과 외교사상은 기본적으로 평화지향적인지, 아니
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태도
91) Xuetong(2011); Feng(2012); 赵汀阳(2003); ｢新天下主义三人谈：“君子和而不同”的世界愿景｣(2015.
3.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1); 郑永年(2009); 阎学通(2014a) 등 참고.
92) Fairbank(1969); Allison, op. cit.,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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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일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즉 과거의 전략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둘째, 중화적 세계질서하에서 조공체계가 위계적인 틀을 전제
로 했듯이, 이 체계를 현대적으로 변용시켜 이른바 ‘신조공체계’로 계승하고 있
는지 여부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신조공체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셋째, 중국의 대국굴기로 중화민족주의가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지 여부이다. 중심-주변부 사이의 위계적인 중국적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도 문제이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무역 질서에서 중화 패권주의는 경제
적 ㆍ 군사적 ㆍ 문화적 차원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화적 세계질서’를 개관해보면, 결국 이 질서는
이른바 조공, 책봉, 그리고 사대자소(事大字小,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으로 감싼다)로 구현되었다.93) 중국의 전통적인
‘조공체계(tributary system)’를 통해 ‘중화적 세계질서’ 개념을 착안ㆍ발전시
킨 페어뱅크는 중국 중심의 세계를 삼원 동심원 구조, 즉 중국지대, 내륙아시아
지대, 외곽지대라는 세 개의 공간구조로 나누었다. 이 구조 틀에서 거리와 문화
수준에 따라 화이(華夷)로 구분되고, 다루는 방식 역시 차별화되었다. 당연히
이 세계 질서는 중국을 중심, 즉 정점으로 하여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전
제했다. 따라서 조공, 책봉, 사대자소를 내용으로 한 이 질서는 겉으로는 호혜
의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은 중국의 우월성, 지배권, 주변국의 열등성과 굴
복을 관철시키는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acy)’의 구조이기도 했
다. 페어뱅크의 관점은 중국 중심의 문화적 절대주의를 수용하고 있는데, 문제
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 질서에 매몰된 나머지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다
양성, 다원성, 역동성, 그리고 주변국의 잠재력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
다. 또한 조공체제하에서 주변국들이 늘 중국 주도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편입ㆍ
참여했다는 이른바 중국 중심주의 사고가 깔려 있다.94)
93) Fairbank(1968) 참고.
94) 홍면기(2018), pp.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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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는 결국 현재 시진핑 정부하에서 중국의 관변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신조공체제론’이나 ‘신천하주의’, ‘창조적 개입’, ‘도덕적 현실주의’ 등 외
교 담론으로 표출되면서 21세기 중국 대외전략사상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
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전통시대에 적용되었던 세 가지 외교원칙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중국적 세계질서관에 기반을 둔 전략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가에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거론하며 이른바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운운하고 있
다. 이 두 가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대국외교사상의 주요 내용이자 새로
운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신형국제관계나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가치관은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보고서뿐만 아니라, 2018년 수정헌법에도 삽입되어 정부
의 공식적인 외교 용어로서 자리 잡고 있다.95) 하지만 신형국제관계를 통한 인
류운명공동체 건설이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목표로 거론됨에도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사태에서 보듯 과연 이런 글로벌 외교 이념이 현
실에서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여전히 21세기에
도 겉으로는 호혜평등과 윈-윈의 원칙을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중화민족의 우
월성을 바탕으로 한 신조공체계라든가 신천하주의에 기초한 위계적인 전략 사
상이 현실에서 왜곡된 형태로 관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 근거
로 무역보복이나 희토류 수출 금지 등과 같은 지경학적 수단(geo-economic
means)을 활용한 관련국에 대한 압박 혹은 영향력 행사, ‘일대일로’ 프로젝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나타난 중국의 공세적이고 위계적인 태도 등을 들
수 있겠다.

95) 人类命运共同体에 대한 정의는, ｢什么是人类命运共同体？｣,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30); ｢国外
学者对“人类命运共同体”的研究综述｣(2018. 4.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31). 그리고
이 용어에 관한 역사와 그 연원 및 의미에 관해서는 아래 사이트 참고, ｢人类命运共同体｣, https://
zh.wikipedia.org/wiki/%E4%BA%BA%E7%B1%BB%E5%91%BD%E8%BF%90%E5%85%B1%E
5%90%8C%E4%BD%93(검색일: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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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의 세계전략 사상
신중국 건설 이래 중국은 세 개의 혁명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인다. 첫 번째
혁명단계가 마오쩌둥 시대이고, 두 번째 혁명단계가 덩샤오핑 시대이다. 그리
고 세 번째 혁명단계가 시진핑 집권기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집권 1기에 국
내적으로 1인 권력을 공고화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를 천
명하면서 위압적이고 공세적인 대외팽창정책을 추구했다. 시 주석 집권기의 변
화와 특징을 일컬어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자칭궈(贾庆国)원장과 같은 학
자는 중국이 시 주석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이전 장쩌민 및 후진타오 시대와 확
연히 구분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이미 제3차 혁명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96) 즉 제1차 혁명기인 마오쩌둥 집권기에 중국이 세
계를 향해 사회주의 신중국 건설(站起来)에 매진했다면, 제2차 혁명기인 덩샤오
핑 집권기에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기적(富起来)을 달성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
다. 반면 제3차 혁명기인 시진핑 집권기에는 제2차 혁명기의 여러 지도자들(장
쩌민, 후진타오 주석)의 자유주의 지향의 전략과 구분될 정도로 정치, 사회, 경
제 여러 분야에서 차별화된 보수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를 향
해서도 더욱더 공세적인 글로벌 강국으로의 부상(强起来)을 공식화했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기존의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에서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이 더 크
게 확산되었고, 역내 국가들 역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우려감을 갖게 되었다.

1) 마오쩌둥 시대의 세계전략 - 이중 적대 정책에서 이이제이로
마오쩌둥 시대의 세계전략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한 마오
사상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그 주요 사상은 ‘영구혁명론’ 혹은 ‘계속혁명
론’으로 표현되었다. 1949년 신중국 건설 이래 1950년대 말 중소분열이 가시
화되기 전까지 마오의 세계전략은 기본적으로 중소동맹(1950년 2월)에 기초
96) Economy(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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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제, 즉 반미 ‘친소 일변도(亲苏一辺倒)’ 전략을 견지했으며, 제3세계
비동맹외교에서도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서기장이 1956년 20차 소련공산당 당 대회를 기점으로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
개하고, 대미 평화공존노선을 천명하게 되면서 중소분열이 시작되었다. 설상
가상으로 중국을 포함한 극동지역 내 군사작전지휘권을 소련이 행사하겠다는
흐루쇼프의 이른바 ‘주권침해’ 발언으로 중소분열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한편 경제발전전략에서도 중소분열이 노정되었는데, 중국이 1957년 무렵부
터 소련식 발전모델을 거부하고 마오식 ‘삼면홍기’운동(대약진운동)으로 독자
적 경제발전 노선을 추구하게 되면서 중소분열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1960년
에 양국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고, 급기야 1969년에 중소국경지역인
우수리강 인근(중국명 真宝岛, 러시아명 다만스키섬)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
고, 그 해 여름 내내 접경지역에 100만 명 수준의 소련군이 배치될 정도로 양국
은 일촉즉발의 전쟁 문턱까지 가기도 했다. 그리하여 1960년대 초부터 1960
년대 말까지 더 나아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 이전까지 중
국의 대외정책은 사상적으로는 계속혁명론 및 세계혁명론에 기초하여 삼반주
의(三反主义), 즉 반소련(반수정주의), 반미(반제국주의), 반반동주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60년대 중국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은 이른바 ‘이중 적대정
책(dual adversary posture policy)’, 즉 반미ㆍ반소 정책으로 집약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기본적으로 체제를 불문하고 세 개의 진영(三个世界论), 즉 미국
및 소련이 있는 패권주의 제1진영과 일본ㆍ유럽ㆍ호주ㆍ캐나다 등이 있는 제2
진영, 그리고 기타 아시아ㆍ아프리카ㆍ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있는 제3진영으
로 분류되었다.
1969년 중소 군사대결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미국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발표된 아시아 주둔 미군의 대폭 철수 등 ‘닉슨 독트린’
과 대중 정책의 전환을 보여준 1972년 닉슨의 역사적인 베이징 방문은 ‘미중
대 소련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이른바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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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의 미국식 세력균형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중국
의 세계전략은 소련을 공동으로 제압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현실주의적 국익에
바탕을 둔 미국과의 ‘이이제이’식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급변하게 된
다. 1973년 2월 마오쩌둥의 제안으로 ‘수평방어선전략(horizontal line
strategy)’, 즉 ‘이티아오센(一条缐)’에 대한 미중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소련의 팽창주의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일본-중국-파키스
탄-이란-터키-유럽을 순서대로 묶어세워 소련과의 투쟁을 전개하자는 제안이
었다.97) 이러한 발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와 1940년대 중국공산당의
공산주의 ‘통일전선’ 전략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련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적(미국)과 동침’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실용주의’로 돌아
선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했던 기존의 계속혁명론, 이중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마오의 ‘수평방어선전략’에서 드러
난 기존 전략의 전환은 사실 자신의 ‘자주독립 아이디어’나 계속혁명론, 세계혁
명론과도 상치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부정적인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국익 앞에 신념이 얼마나 무력한지 마오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요컨대 수평방어선전략은 냉전 시기 ‘전략적 삼각관계’의 대치 국면에서 소련
을 견제하기 위한 ‘이이제이’ 전략으로 출현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미중 간 전
략적 합의와 제휴는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로 열애을 맺게 된다.
2) 덩샤오핑 시대의 세계전략 - 도광양회
제2차 혁명기인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대국으
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중국 외교 정책을 집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구
가 바로 덩샤오핑이 제시한 ‘도광양회(韬光养晦)’ 전략이었다.98) 덩샤오핑은
97) 헨리 키신저(2012), 번역: 권기대(2014), pp. 342~352.
98) 이 사자성어 유래는 당나라 선종 시대(당 선종(唐宣宗, 810~859년, 제16대 황제, 재위: 847~859년)
이다. 이 무렵 선종은 왕이 되기 전 왕권 경쟁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척하여 자신의 재능을 숨기면
서 때를 기다렸다가 왕권을 장악한 뒤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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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절을 좀 더 늘린 24자 성어를 1990년대 당시 외교 방침으로 내세웠다. 冷
静观察(냉정관찰)ㆍ稳住阵脚(온주진각)ㆍ沉着应付(침착응부)ㆍ韬光养晦(도광
양회)ㆍ绝不当头(절부당두)ㆍ有所作为(유소작위), 즉 “국제정세의 변화를 차분
하고 냉정하게 관찰하고, 스스로 내부질서와 역량을 공고히 하고, 국력과 이익
에 고려해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빛을 드러내지 않고 훗날을 도모하며, 결
코 우두머리가 되려하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해 변화를 만들어내라”가 바로
그것이다.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등 지도자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두루 걸쳐 이 24자 외교방침을 따랐다. 그들은 중국을 개발도상국이
자 부상하는 경제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열망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끔 했다. 그들은 중국의 세력부
상이 위협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처음에는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굴기, peaceful rise)’라고 명명하다가 나
중에 ‘굴기’란 용어마저 ‘발전’으로 바꿔 이른바 ‘화평발전(和平发展 peaceful
development)’이라고 재명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
융위기가 터지자 성향이 전혀 다른 일단의 경제 및 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관료
들조차도 유사한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은 침체의 늪에 빠져든 채 자신
의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발버둥치고 있었던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위기
를 비켜감으로써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중국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바탕으
로 내수확대를 통해 충격을 피해갔으며 수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었다. 중국의 관료들은 바로 이 금융위기가 세계
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요컨대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이었다.
중국의 중앙은행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바로 여기서 시대정신을 포착하면
서, 아마도 지금이 세계가 기축통화인 달러로부터 이탈해야 할 때라고 보았다.
중국의 공식 언론매체인 신화사 역시 미국은 ‘실’, 중국은 ‘득’이라는 믿음을 강
조했다. 미 달러의 가치 하락, 서브 프라임 위기,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중국을 다룰 수 있는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켜 왔으며, 그 사이 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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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중국의 자신감을 크게 증대시켜왔다. 그리하여 후진타오 집권기에 중국
의 대국화 외교는 점점 더 확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당시 외교 담론으로 책임
대국외교(负责任的大国外交), 평화발전론, 조화세계론(和谐世界论) 등이 거론
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목도하면
서 중국 내 세계전략과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옌슈에통(阎学
通) 칭화대 교수는 2001년에 중국은 글로벌 세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다시금
획득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중국의 부상
은 자연스럽게 부여된 것이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중국은 여러 차례 슈퍼파
워의 지위를 향유해왔으며 심지어 아편전쟁 발발 20여 년 전인 1820년 무렵으
로 거슬러 올라가보더라도 중국은 세계 GDP의 30%를 생산할 정도였다. 이러
한 초강대국 지위를 가지고 있던 역사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편으로 자국에 대
한 자부심이 아주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현재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
해서는 아주 애석해한다. 중국인은 중국의 몰락이 역사적 실패라고 믿으며, 이
를 곧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99) 이것은 덩샤오핑이 천명
하고 그의 후계자들이 견지했던 이른바 ‘도광양회’ 전략을 철회하면서 적극적
으로 ‘분발유위(奋发有为)’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100) 이는 또
한 글로벌 강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자는 관점이기도 했다.
반면에 대외정책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이러한 한층 더 공개적
으로 야심차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외교
학원의 전임 총장이었던 우젠민(吴建民)은 도광양회와 같은 저자세 외교를 계
속 견지해야하며, 이런 태도가 중국의 바람인 경제발전과 국내안정에 더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전임 원장이었던 왕지스
(王缉思) 역시 미국과 중국 간 국력에 있어 현저한 격차는 가까운 미래에 좁히
99) Economy, op. cit., p. 189.
100) 阎学通(2014b), p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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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보았다.101) 전문가들 간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0
년대 말 무렵 중국의 외교정책은 자신감에 찬 대외팽창전략 시기에 접어든다.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관료들은 미국 경제에 훈수를 두면서 미국 국채
에 투자한 중국의 자금은 여전히 안전하니 미국에 안심하라고 할 정도였다.

다. 시진핑 시기의 세계전략 사상 - 분발유위에서 인류
운명공동체론으로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부상하여 이른바 ‘G2’의 일원이 되면서 대외정
책과 관련한 담론과 전략사상도 변화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은 물
론이고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쇠퇴하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크게 고양되었으며, 이제
중국이 다시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분위기가 충만했다.
1) ‘도광양회’에서 ‘분발유위’로
2012년 11월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이후 제2차 혁명기에서 일관되게 견지
되던 소극적인 ‘도광양회’ 전략사상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도록 분발
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분발유위(奋发有为)’ 정책으로 전환
된다.102) 이것은 시진핑 집권기에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
지의 표출이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와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일까? 리즈용(李志永) 대외경제무역
대 교수는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자주성 외교이론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따
르면, 도광양회 외교가 국내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는 반면, 분발유위 외교는 중
국이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101) Baohui(2010), p. 44; Economy, op. cit., p. 189.
102) 阎学通(2014b), op. cit., p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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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도광양회 외교가 세계질서 편입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분발유위 외교는
중국이 세계질서 구축과 규칙ㆍ규범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
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발유위 외교와 관련된 연구들은 ‘실력론’, ‘민족
주의론’, ‘영도자개성론’, ‘외교도의론’ 등 네 가지 하위 주제로 분화되고 있다.
리즈용은 자주성 외교이론에 따라 분발유위 외교를 중국의 국가자주성 증대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자주성 외교이론의 핵심적인 해석 논리에 따라 리즈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통일된 계획 수립을 내세우는 분
발유위 외교전략은 21세기 시대의 특징에 부합한다. 둘째, 국가능력의 지속적
인 증강은 분발유위 외교의 근본 원인이자 배경이다. 셋째, 18차 당 대회에서
중국이 채택한 반부패 투쟁, 전면적인 개혁 추진,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공
헌,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야말로 중국의 국가능력과 국
내 및 국제적 합법성 증진의 중요한 요인이다. 리즈용(李志永)은 이것을 분발유
위 외교 출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103)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한 ‘두 가지 백년목표’,
일대일로 구상의 천명과 추진, 강대국 사이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자는 신형 대
국관계론(Major Country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신
형국제관계(新型国际关係, a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동반
자관계 확대ㆍ강화, 윈-윈 협력의 신형국제관계, 협력공영, 인류운명공동체),
신형주변국외교,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외교 사상 천명 등과 같이 주요
외교 담론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018년 19차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중
국이 지향하는 국가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시진핑 주석의 ‘보고(报告)’는 이
를‘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外交
思想)’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과 주변국 관계는 이익공동체가 아
니라 친(亲), 성(诚), 혜(惠), 용(容)이라는 네 가지 규범에 입각한 운명공동체이
103) 李志永(2018),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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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인류운명공동체론’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중국몽’과 연계해 공동
으로 추구되어야 할 보편가치로 등장시켰다. 시 주석은 또한 유가적 세계관의
일환으로 이른바 ‘의리관(义利观)’, 즉 주변국을 대할 때 ‘이(利)’보다 ‘의(义)’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전통시대 중국의 세계관을 연상시킨다.
2) ‘인류운명공동체론’의 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 주석의 세계전략 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외
교 개념이다. 물론 이 용어의 사용은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일 과정에
서 “자연재해 앞에서 인류는 운명공동체이다”라는 언급을 먼저 했고, 이후 중
국공산당 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명확하게 ‘인류운명공동체’로 표현되었다. 하
지만 이후 이 표현은 사실상 확정되지 못한 채 때때로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는 운명공동체(你中有我, 我中有你的命运共同体)’, ‘운명공동체
의식(命运共同体意识)’, 혹은 ‘이익을 함께 나누며, 안위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이익공동체와 운명공동체(利益与共, 安危相系的利益共同体和命运共同体)’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인류운명공동체와 유사한 표현
인 ‘지구촌’이나 ‘대가정(大家庭)’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9
월 28일 UN 창설 70주년 기념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함께 손잡고 합작공영
의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며 한마음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携
手构建合作共赢新伙伴，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이 폭넓은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확정되기에 이른다.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표현을 중국공
산당 당헌에 삽입했고, 2018년 3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도 역시
추가했다.
이후 이 용어의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종류의 해석이 나오면서 ‘중국몽’의 여
러 개념 및 전략과 서로 접맥되기에 이른다. 중국공산당은 인류운명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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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방침으로 정립하고 나서,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으로서 이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부각시켰다. 이 방안의 요체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있으며, 합작공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개념은 평화와 발전이란 시대정
신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자 답안이기도 하며, ‘발전공동체’와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국제질서의 건설(发展共同体和构建持久稳定的国际秩序)’이라는 두 가지
방면의 해결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104) 사실 이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개념
은 다방면의 함의를 담고 있다. 주요하게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생태라는
다섯 가지 방면이 있고, 이에 각각 상응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평화, 보편적인
안전, 공동번영, 개방포용, 청결과 미려(美丽)라는 5대 목표가 있다고 한다. 중
국이 제기한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이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일대일
로, 공자학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상하이협력기구(SCO), 보아오아
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등 다원주의적이고 다자주의적 추진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105)
환칭저(郇庆治) 베이징대 교수에 따르면,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굳이 서
구 국제관계 이론의 맥락에서 그 사상적 원천을 찾아보면 그것은 윌슨의 ‘이상
주의’와 1990년대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를 중심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던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그리고 조지프 나이
(Joseph Nye)의 ‘소프트 파워’나 ‘스마트 파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환칭저
는 인류운명공동체가 일종의 국제관계담론 혹은 전략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
를 담고 있다고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전략적 함의를 요약하고 있
다. 우선 근본적으로 보면, 인류운명공동체는 신중국 이래 혹은 심지어 더 나아
가 1840년 무렵부터 중국이 근대사회에 접어든 이래 끊임없이 추구해온 일종
의 평화롭고 공정하며 조화로운 세계경제 정치의 신질서이기도 하며, 동시에

104) 中共中央文献研究室, ｢人类命运共同体：历史坐标、现实基础与世界意义｣(2018. 3. 2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1. 11).
105) ｢理解人类命运共同体的三个重要层面｣,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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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공동 희망과 복지이기도 하다. 다음
으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에 걸쳐 부단히 개혁개방 과정을 걸어온 중국
이 ‘평화공존ㆍ상호포용’의 원칙과 방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의 발전에도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칭저
는 정치적으로 ‘합작 동반자주의’, 안보적으로 ‘집단적 협상주의’, 경제적으로
‘개방포용주의’, 문화적으로 ‘화이부동주의(和而不同主义)’, 환경적으로 ‘자연
보호주의’를 인류운명공동체의 5대 지주라고 밝히고 있다.106)
3)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중국공산당 기관지의 입장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보고에서 ‘인류운
명공동체’를 ‘지속적 평화’, ‘보편적 안전’, ‘공동 번영’, ‘개방 포용’, 그리고 ‘깨
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설명했다.
뺷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강요뺸에서는 ‘인류운명공동
체’가 민족마다, 그리고 나라마다의 앞길과 운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라고 지적한다. 중국공산당의 간행물에 게재된 여러 글들에서도 ‘인류운명공
동체’의 이론적 연원을 탐구하고 있는데, 그것의 주요 관점은 인류운명공동체
사상이 마르크스주의 국제전략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107)
마르크스는 공동체 사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해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목표로 삼은 공산주의 사회를 ‘자유인 연합체(Verein freier
Menschen)’로 명명한 바 있다.108) 따라서 인류운명 공동체 사상은 마르크스
106) Ibid.
107) ｢人类命运共同体思想的理论基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2).
108)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유인들의 연합(Verein freier Menschen),’ 개념은 Marx(1983), p. 92에 나
온다. 그 본래 의미는 자본주의의 노동방식인 통합노동(combined labour)이 아닌 連帶勞動(結合勞
動, associated labour)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die freie Assoziierung der
Arbeiter)’ 즉 ‘Assoziation’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세계적 규모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공산주의의 실현에 의하여 국가는 사멸(死滅)하고 인간의 자기소외(自己疏外)가 극복되어
땅(地上)에 평화가 깃든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평화구상은 ‘(세계 공산주의) 혁명에 의한 평화’이며
‘Assoziation’이 이러한 평화의 담지자(Träger)이다. ｢자본축적ㆍ소유론과 평화｣,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9. 24).

106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주의 ‘자유인 연합체’의 이상을 계승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 중의 ‘화합(和
合)’ 사상을 흡수하여 인류 전체의 행복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109) 이런 맥락에서 인류운명공동체사상은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 유물
사관을 풍부하게 하고, 전략적으로는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방도
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 ‘자유인 연합체’의 최고 이상을 실천하는 현
실적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르크스와 엥겔
스의 공동체 사상이 인류운명공동체사상을 위한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
고 있다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110)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1개월 전에 “시진
핑 총서기의 외교사상이 마르크스주의 입장, 관점과 방법에 일관된다”라고 밝혔
다.111) 양제츠(杨洁篪) 중앙외사판공실 주임도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국경절 1
개월 전에 “시진핑 총서기 외교사상의 정신적 실질을 깊이 깨닫고, 그중에 일관된
마르크스주의 입장, 관점과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라고 요구했다.112)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주관하는 ‘학습강국’ 플랫폼에 수록된 뺷시진핑 신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 연구(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外交思
想研究)뺸113)는 중국이 왜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지를 설명하
고 있다. 첫째, 이 이념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이 부딪
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이론적 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운명공동체’는 국가를 서로 권
력을 쟁탈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운명을 공유하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주체로 보
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109) ｢人类命运共同体理念的形成、实践与时代价值｣(2019. 3.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30).
110) ｢人类命运共同体理念彰显先进世界观(思想纵横)｣(2017. 11.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30).
111) ｢王毅：在习近平总书记外交思想指引下开拓前进｣,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4).
112) ｢在习近平外交思想指引下奋力推进中国特色大国外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4).
113) 뺷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외교사상 연구(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外交思想研究)뺸는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가 주관하는 ‘학습 강국’ 플랫폼에 수록된 책이다.

제3장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 107

의 외교는 ‘도광양회, 유소작위’ 시기보다 더 멀리 내다보게 된다. 셋째, 경제
발전에만 집중했던 ‘도광양회’의 외교전략은 보수적인 반면,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은 현재 중국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발하도록 만들고 있다. 넷째,
중국은 이전에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외교적으로 ‘도광양회’를 강조했지만 현
재의 중국 외교는 더 이상 ‘도광양회’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유위’
와 ‘분발유위’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이 이 시점에서 자신감에 차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제3
세계 국가들은 저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
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은 ‘지구상 모든 사람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개발도상국에 동반성장의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얻기 쉽다. 둘째, 서구 사회
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인류’의
운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권 존중’을 사회의 핵심적인 보편 가치로 삼는 서구
사회와도 소통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셋째,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 제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의 운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
으면서 가능한 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넷째, 중국
외교 노선의 큰 변화를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중국은 이런 설득력
있는 이념으로 국제사회가 중국 국력의 지속적인 신장에 대해 의심이나 배척,
혹은 반대의 태도가 아니라, 지지나 묵인, 혹은 중립적 태도를 보이게 하고, 더
나아가 공동발전의 기회를 포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
2018년 6월 22~23일에 걸쳐 열린 중공 중앙외사 영도소조 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을 다음과 같은 열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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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진핑 외교사상의 ‘열 개의 견지(十個堅持)’와 정치적 함의
열 개의 견지(十個堅持)

함의

1. 당 중앙의 권위를 옹호하는 것을 지도로 삼아 외교
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강화하는 것을 견지한다.

외교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증

2.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을 견지한다.

신시대가 외교 업무에 부여하는 역사적 사명

3. 세계평화를 지키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삼아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을 견지한다.

신시대 외교 업무의 총목표

4.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전략적 자신감을
증대하는 것을 견지한다.

신시대 외교 업무가 준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요구

5. ‘공동 상의’와 ‘공동 건설’, 그리고 ‘공동 향유’를
원칙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한다.

중국의 향후 장기간 대외개방과 대외협력을
위한 플랫폼

6. 상호존중과 합작공영을 바탕으로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을 견지한다.

중국 외교가 장기간 견지해야 하는 기본 원칙

7. 외교적 포석 심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는 것을 견지한다.

신시대 중국 외교의 중요한 내용

8.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을 이끄는 것을 견지한다.

신시대 중국 외교가 중요하게 노력할 방향

9. 국가의 핵심이익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국가의 주권,
안전, 그리고 발전 이익을 지키는 것을 견지한다.
10. 외교의 우수한 전통과 시대적 특징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중국 외교의 독특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을 견지한다.

중국 외교 업무의 출발점과 목표점

중국 외교의 정신적 표지

자료: ｢划重点！一文掌握习近平外交思想的理论要义｣(2018. 8.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30).

내용으로 집약해서 개괄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의 틀은 열 개의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 따르면 ‘중국특색 대국 외
교’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신형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상호
존중, 공평정의, 합작 공영’으로 정의된다. 둘째,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
한다. 이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적극 발전’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적극 추진’,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과 구축 적극 참여’라는 세 가지 방면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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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특색 대국 외교 체계도

자료: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 중 ‘열 개의 견지’ 내용 종합정리.

강요’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라는 발의가 글로벌 개방과 협력 참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선, 글로벌 공동 번영 추진, 그리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을 위한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실천의
플랫폼으로 삼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중화민족이 예로부터
견지해온 ‘천하대동(天下大同)’이라는 이념에 부합하고 국제적인 도의적 규범
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5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과 제3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즉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목적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중국특색 대국 외교 체계를 보면, 현재 중국의 외교 총노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공산당의 절대영도’,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 ‘중국특색
대국외교 추진’은 중국 외교의 마지노선이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현재 중
국 외교의 구체적인 총목표이고, ‘일대일로’는 이 총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이다. 게다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실현도 직접적으로 ‘신형 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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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인류운명공동체’와 ‘일대
일로’는 현재 중국 외교의 관건이 된다.
이처럼 중국의 글로벌 대국화 전략과 외교 사상은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국
제사회에서 한층 더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
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규범을 무시하면서 미국의 글로
벌 리더십은 공신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은 2017
년 1월 17일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고, 이는 곧바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흠집을 내면서
오히려 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 국제주의 무역질서의 수호자로 자처하게 만들
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 동시에 중국은 인류의 미래 운명 공동체 건설을 목표
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이 이러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 분발유위의 자세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견지
하겠다고 언급했다.
5) 중국 내 전문가들의 외교 담론 - 불개입주의 청산 등 백가쟁명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 담론 외에도 최근 전문가들 사이의 외교 담론을 보면,
전통 시대의 중국적 세계질서관을 21세기에 재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
지 않은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가령 친야칭(秦亚青)의 ‘신조공체제론’, 자오팅양
(赵汀阳)의 ‘신천하체계’, 왕이저우(王逸舟)의 ‘창조적 개입(creative involvement)’,
옌쉐퉁(阎学通)의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114), 깐춘쏭(干春松)의
‘왕도정치와 천하주의’ 등이 대표적인 담론들이다.115) 이처럼 21세기 중국의
시대(Pax Sinica)가 열리면서 과거 전통시대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부활을 꿈
꾸는 것처럼 보이는 학계와 언론의 외교 담론과 외교 사상들은 단지 순수한 학
114) 阎学通(2014a), op. cit. 참고.
115) 干春松(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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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논쟁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현실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듯하다. 가령 대
표적인 관변학자이자 현실주의자인 옌쉐퉁 교수는 아예 중국이 그동안 베스트
팔렌 조약에 기초한 국가주권론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불개입주의’를 고
수해왔지만, 이제 불개입에 머물기보다 ‘도덕적 현실주의’ 관점을 가지고 적극
적인 대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개입의 정당성을 선진(先秦)시대의 정
치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116) 왕이저우 역시 중국이 기존의 불개입
주의를 청산하고 외교의 전환, 즉 ‘창조적인 개입’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야 한다고 강변한다.117) 친야칭의 ‘신조공체제론’ 역시 옌쉐퉁 교수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 정치적 함의가 무엇을 암
시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조공체제를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으로 해석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조공체제에서 불평등한 규범은 이미 폐기되었지만, 그
전체론적인 관점, 대동의 이상, 합리적 질서관과 중용의 사유 및 행동은 국가가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참고할 만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라
는 것이 친야칭의 주장이다. 이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118) 수천 년에
걸친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서 주변국들은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을 누
려왔다는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천하질서관 혹은 합리적인 질서관을 미화하고
또 정당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작금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이미
과거 문명대국 시절에 주변 국가들에 온후하고 자비로운 패권국이었다는 이미
지를 암암리에 부각시키고 있다. 친야칭의 ‘신조공체제론’은 페어뱅크의 중국
중심적인 조공체제론의 논리구조와 매우 닮아 있다는 자오수이성(Zhao
Suisheng)의 주장은 중국 학계의 정치적 의도에 경각심을 갖게 한다. 자오 교
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ㆍ전략적 목표를 위해 역사적 기억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과거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116) Xuetong(2011), op. cit. 참고.
117) 王逸舟(2015) 참고.
118) 秦亚青(2008), p. 354, 재인용: 홍면기(201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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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21세기에 부상한 중국의 행위를 예측하고 정당화하는 현실 정치의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19)
이상과 같이 중국의 글로벌 부상을 계기로 특히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을 전
후로 하여 나온 여러 외교 담론들은 다분히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중국의
찬란했던 과거 역사를 복원하려는 중화민족주의적 열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의 정치 시녀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가. 중국의 글로벌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도래
2019년은 5.4운동 100주년, 신중국 건설 70주년, 미중수교 40주년, 개혁
개방 41년이 되는 해이다.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변
화는 가히 경이로울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1978년 당시 국내총생산
(GDP)은 불과 3,679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82조 7,122억 위안
으로 무려 226배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는 162억 달러에서 3조 1,399억 달러
로 증가하여 세계 최대 보유국의 지위에 올랐다. 1인당 GDP 역시 1978년
381 위안에서 2017년 5만 9,660위안으로 157배 증가했고, 전 세계 GDP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0%에서 15.20%로 증가했다. 구매력 평가지수
(PPP)로 환산했을 때 중국은 이미 2014년에 미국을 추월했고, 2017년에도 23
조 1,591억 달러로 19조 3,906억 달러인 미국을 훨씬 추월하여 넘버원 자리
를 굳혔다.120)
물론 명목 GDP를 보면 2018년에 미국은 20조 5,000억 달러, 중국은 13조

119) Suisheg(2015), p. 1, p. 21, 재인용: 홍면기, 위의 글, p. 24.
120) ｢개혁개방 40년, 중국의 오늘｣(2019. 1. 15), p.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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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미국과 중국의 GDP(PPP 기준) 증가 추이 비교

자료: 그레이엄 엘리슨(2017), 번역: 정혜윤(2018), p. 35.

6,000억 달러로서 여전히 미국의 6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관
영신문인 뺷글로벌 타임스뺸는 2025~30년 무렵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
으로 전망한 바 있다.121)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이 달성한 기적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신중
국 건설 이래 70년 동안의 변화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중국과 세계의 변화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맥킨지 글로
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기
세와 규모는 놀랍다. 먼저 무역 면에서 중국은 2013년 이래 세계 최대 무역국
지위에 올라, 2017년 글로벌 상품 교역에서 11.4%를 차지했다. 그리고 글로
벌 기업 수에서도 글로벌 포춘(Global Fortune) 500대 기업 가운데 중국이
110개를 보유하여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올랐다. 자본 및 금융체제 면에서도
중국은 세계 1위의 은행 보유국, 세계 2위의 자본시장, 세계 3위의 채권시장을
12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미중 다툼에 수출마저 위태｣(2019. 3.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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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신중국 건설 이래 중국의 경제력 성장
1952년

2018년

증가율

GDP

679억 위안

90조 위안

174배

재정수입

62억 위안(1950년)

18조 3,300억 위안

연평균 12.5%

산업부가가치

120억 위안

30조 5,000억 위안

970배

1인당 GDP

119 위안

64,644 위안

70배

최종소비율

78.9%

54.3%

비금융 FDI

9억 2,000만 달러(1983년)

1,350억 달러

146배

상품교역

19억 달러

4조 6,000억 달러

2,380배

자료: ｢新时代的中国与世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0).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소유 비중은 각각 2%, 2%, 6%에 불과해서 금융
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았다. 인구 면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 해외
유학생 파견 국가(2018년 608,400명)이며, 2018년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무
려 1억 5,000만 명에 달해 세계 최대 해외 여행국이 되었다. 그리고 연구개발
(R&D)비 지출 면에서도 2018년 무려 2,930억 달러에 달해 세계에서 미국 다
음으로 많이 지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수도 8억 명에 달해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ㆍ축적ㆍ활용하고 있다.122)
대체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늘날 중국은 글로벌 강대국이 되었다. 앞
에서 언급했다시피 경제력 면에서 명목상으로 보든, 구매력 기준으로 보든지
간에 중국은 세계 1위 혹은 2위의 경제대국이다. 글로벌 GDP에서 중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8년 16%로 더 상승했다. 그리고
2013~18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평균 공헌율은 28.1%를 초과했으
며, 2000~17년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총생산의 35%를 기여했다.123) 이외에
도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나 최대 사치품
122) Woetzel et al.(2019), pp. 2-3.
123) ｢新时代的中国与世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0). 영문 자료는 “China and the World in
the New Er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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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5년 중국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량은 미국보다
300만 대 더 많은 2,000만 대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선박, 철, 알루
미늄(세계 소비량의 54%), 구리(48%), 아연(48%), 콩(28%), 석유 수입(12%),
가구, 옷, 섬유, 휴대폰, 컴퓨터 등에서 블랙홀과 같은 최대 소비시장인 동시에
최대 제조국이기도 하다. 태양광 발전 장치를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도 바로 중
국이다. 중국의 고속전철은 이미 2만 5,000km 이상 깔려 있어 전 세계의 고속
철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길다. 또한, 세계 사치품 시장에서도 중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마르크스가 살아 있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프라다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경실색할 것이다. 2015년
중국의 쇼핑객들이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그 해 팔린 전 세계 사치품 전체의
절반을 사들였다고 한다.124) 이처럼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대 공장
이자 최대 소비 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세계에 상품, 자본, 그리고 노동력을 수
출하여 세계 최대의 무역 대국의 지위에도 올랐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에서도 뚜렷하게 부상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과 안정적인 자원 수입망을 물색해왔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첨
단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속에 ‘중국제조 2025’를 착착 진행시키면서 첨
단기술 개발 및 해외 우수기업 인수합병과 같은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대국으로의 부상 못지않게 군사력 면에서도 중국의 약진은 눈부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평균적으로 GDP의 2%만을 국방비에 지출했지만(미국은
4% 가까이 지출), 30년간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해온 결과 중국의 군사력은 무
려 8배나 증가했다.
또한 군사 분야 혁신(RMA)을 꾸준히 추진해 중국의 군사력은 이미 글로벌
세력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아주 많이 좁힘
으로써 미국의 안보 우려는 크게 증대되었다. 게다가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의
124) 그레이엄 엘리슨(2017), 번역: 정혜윤(2018), pp.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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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국과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추이 비교
(단위: 억 달러)

자료: ｢中 군사력 세계 최고"…美가 경계심 높이는 이유는｣(2019. 2.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6. 28).

군사력 증강을 통한 ‘강군몽’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면 중국은 종합국력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중국이
최고가 된다는 것은 단지 경제대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 과학, 기
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차원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 즉 종합국력에서
명실상부하게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런 장기적인 목표 달
성을 위한 수단으로 첨단 혁신 기술로 무장된 경제대국화, 국방현대화로 중국
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군사강국화, 선진
과학기술문명의 창출과 확산, 그리고 나아가 선진 중화문명의 복원과 확산을 위
해 매진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외교를 수행해왔
다. 요컨대 중국의 목표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를 두루 갖춘 종합
국력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의 제자인 그레이엄 엘리슨
(Graham Allison)은 저서 뺷예정된 전쟁뺸에서 중국은 넘버원이 될 수 있으며 미국
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125) 시 주석 역시 이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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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지프 나이는 중국의 부상이 ‘과장된 공포(exaggerated fear)’일 뿐이
며 비생산적인 논의라고 비판한다. 즉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야기된 ‘과장된 공
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경제력이란 지정학적 중요성에서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설사 중국이 경제력 면에서 2030~40년에 미국을 능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소프트 파워, 군사력, 종합국력, 동맹국 수(60여
개국 이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패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하드 파워도 물론이지만, 포틀랜드(Portland)가 평가한 ‘소프트
파워 30’ 순위에서도 중국은 27위, 미국은 4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중국을 포
함한 그 어떤 세력도 미국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국력은 일본, 인도, 호주 등의 국가들에 의해 세력균형에 놓일
것이며, 미국은 그러한 세력균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126)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전임 원장이었던 왕지스(王缉思) 역시 조지프 나이
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국력에 있어 현저한 격차는 가까운
미래에 좁히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127)
하지만 옌쉐퉁과 같은 강경파 학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기존의 비동맹 정책으로부터 탈피해 적극적으로 동맹 정
책, 특히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동아시
아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관계를 강화하는 대미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제안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동맹
국으로 더 많이 바뀔수록, 미국의 재균형정책이 더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28)

125) 그레이엄 엘리슨(2017), 번역: 정혜윤(2018), pp. 43-45.
126) “China will not surpass America any time soon: Exaggerated fears about growing
Chinese power are counter-produc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4).
127) Baohui, op. cit., p. 44; Economy, op. cit., p. 189.
128) “Inside the China-U.S.-Competition for Strategic Partners”(2015. 11. 2),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9. 11. 11); Economy, Ibid.,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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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Kurt M. Campbell)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보고서들은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적시하고
중국의 부상을 적극 견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미중 관계를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관계로 적시하면서 과거
냉전적 사고와 논리로 마치 중국을 구소련과 같은 붕괴될 세력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상수로 놓고 반중
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모색하는 대중 외교정책이 미국의
국익과 이해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129)
미중 패권 경쟁 양상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평가, 그리고 전망이 있음에도 향
후 양국간 경쟁과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고 장기화ㆍ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두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는 대응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나. 시진핑 정부의 국가전략 목표 – 두 개의 백년대계
오바마 정부의 전략가였던 커트 캠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전략
은 목표, 수단, 방법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130) 어떤
국가의 특정한 근본적인 이해나 이익(certain fundamental interests)을 목
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과 방편
(resources and tools)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자원을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론이나 질서를 부여하는 원칙을 우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 혹은 전략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수단과 방법을 유기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략 목
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29) Campbell and Sullivan(2019), pp. 96-110.
130) Campbell(2016),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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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어떤 국가든 장기적인 전략 목표는 그 국가의 꿈일 수 있다. 2012년 11
월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된 시진핑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비전을 담은 ‘중국몽(中国梦)’, 즉 ‘두 개의 백년’ 분투
목표(两个一百年, 奋斗目标)를 제시했다. 요컨대 18차 당 대회는 ‘샤오캉사회
(小康社會)’의 전면적 건설 완성,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웅장한 비
전을 담은 ‘두 개의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해 전진하자는 시대적 호소를 내놓았다.
우선 첫 번째 백년 목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ㆍ완성하고 국내총생산과 도농주민 1인당 수입을 2010
년(5,000 달러)보다 2배로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백년 목표는 중화인민
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부강, 민주, 문명, 화합의 사회
주의 현대화 국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린다는 것이다.
1)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제시된 국가전략 목표
시진핑 주석 본인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언급할 때 흔
히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명명했고, 외국 언론매체나 민간에
서는 습관적으로 ‘시진핑 사상’, ‘시 사상’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중국공산당
공식문건, 관영방송 및 신문 등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이러한 용어가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중국공
산당 관영방송 및 신문은 이를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담화정신(习近
平总书记系列重要讲话精神)’으로 불렀다. 특히,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
전에 많이 쓰였다. 이어서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담화 정신과 치국이정
신이념ㆍ신사상ㆍ신전략(习近平总书记系列重要讲话精神和治国理政新理念新
思想新战略)’으로 불리기도 했다. 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이 ‘핵심(核心)’으
로 확정된 뒤에는 가끔 ‘일련의 중요 담화정신(系列重要讲话精神)’으로 간략히
줄여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다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비로소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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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상’(이하 ‘시 사상’)으로 공식화되었다. ‘시 사상’은 시진핑 총서기가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마르
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성과이며, 중국공산당이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 견지
해야 할 지도사상이 되었다. 또한, ‘시 사상’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되어 권력을 잡은 이
후에 형성된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이다. 2017년 10월 24일 중국공산당 19
차 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당헌 수정안에 관한 결의가 통과되었는데, 이때 ‘시
사상’이 당헌에 삽입되었다. 이후 ‘시 사상’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의 뒤를 이어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이 되었다. 이것은 시진핑의 지위가 바로
이전 두 총서기인 장쩌민, 후진타오의 지위보다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시진
핑 총서기와 그의 정책이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절대적 권위를 차지했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문제는 신
시대에 어떤 모습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라 할 수 있다. ‘시 사상’
은 전당과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행동지침
이다. 2018년 3월 1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헌법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때 ‘시 사상’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새롭게 삽입되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하여, 류윈산(刘云山)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사상’의 함의가 풍부하고 경제, 정
치, 법치, 과학기술, 문화, 교육, 민생, 민족, 종교, 사회, 생태, 국가안전, 국방,
군대, 일국양제, 조국통일, 통일전선, 외교, 당 건설 등 각 방면에 걸쳐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여덟 가지를 명확히 함(八个明
确)’과 ‘열네 가지를 견지함(十四个坚持)’으로 집약ㆍ개괄될 수 있는데, 이 둘
은 모두 시진핑 정부가 구현하려는 전반적인 국가 목표를 집약하고 있기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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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적시하고자 한다. 먼저 ‘여덟 가지를 명확히 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총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며, 전면적으로 소
강사회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두 개의 백년 분투목표를 이번 세기 중엽까지
실현하여 부강하고 민주적인 문명,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둘째, 신시대에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은 날로 증가하는 인민
들의 아름답고 고차원의 생활상의 기대수요와 불균등한 발전 사이에서의 모순
이며,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을 반드시 견지해야 하고, 부단히 인민의
(인성, 사상, 의식 등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들의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것
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인 안배구조는
‘오위일체(五位一体)’이고, 전략적 배치는 ‘네 개의 전면(四个全面)’이며, ‘네 개
의 자신감(四个自信)’을 견지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전면적으로 심
화 개혁해야 할 총목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섯째,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법치국의 총목표는 중국특색 사
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
야 한다. 여섯째, 신시대에 당의 강군 목표는 당의 지휘를 받들고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량의 작풍을 가진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며, 인민군대 건설은 바로
세계일류의 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곱째, 중국특색 대
국외교는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추동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동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덟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인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이 일체를 영도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최대 우세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이며, 당은 최고 정치영도역량
이며, 신시대 당 건설 총요구를 제기하며, 정치건설이 당 건설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지위임을 뚜렷이 부각시켜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열네 가지 견지(十四个坚持)해야 할 기본전략 방침은 모든 공작에

122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대한 당의 영도, 인민중심, 전면적 개혁 심화, 신발전이념, 인민이 주인, 전면적
의법치국,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 발전 과정 중 민생의 보장과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총체적 국가안전관, 인민군대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적
영도,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추진, 인류운명공동체 추진, 당에 대한 전면적이고
엄중한 통치이다.131)
2) 핵심적 국가전략 목표 - 공산당의 절대적인 영도와 ‘중국몽’
이상에서 언급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다양하게 제
기된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들 가운데 역시 핵심은 공산당 일당의 절대적인 영
도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8
차 당 대회에서 제기한 ‘두 개의 백년’ 분투 목표는 ‘중국몽’의 웅장한 비전과
밝은 미래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두 가지 대담한 목표와 각 목표의
구체적인 실현 기간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 정치에서 드문 파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첫 번째 백년 목표는 2019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이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조기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132) 이
러한 백주년 목표는 시장환율(MER)로 측정되는데,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
산하여 측정할 경우 첫 번째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
측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초반인 2019년에 PPP로 측정했을 때 중
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20%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133) [그림 3-4]는 미국
과 중국의 경제력 성장 추이를 보여준다.
이미 21세기 접어들면서 중국은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기 중국몽을 실현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대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131) ｢八个明确，十四个坚持｣(2017. 10.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2).
132) ｢중국 1인당 국민총소득 올해 1만 달러 돌파한다｣ (2019. 7.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0).
133) 그레이엄 엘리슨(2017), 번역: 정혜윤(2018),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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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PP로 측정한 미국과 중국의 GDP 증가 추이 비교
(단위: 조 달러)

자료: 그레이엄 엘리슨(2017), 번역: 정혜윤(2018), p. 46.

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방, 과학, 기술, 문화 방면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종합국력을 신장시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의미한
다. 시진핑 정부는 차이나 드림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지경
학적 수단), 군사력, 그리고 문화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 가운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2013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서진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이다. 이어 2015년에
첨단기술 강국으로서 부상을 알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역시 세계의 주
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한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바야흐로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면서 첨단
혁신 기술로 무장한 경제대국화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기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은 또한 치욕의 역사를 딛고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발전함으로써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몽
(强军梦)’을 꾸고 있다. 아울러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신뢰받
을 수 있는 문명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도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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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중국몽은 국내 정치ㆍ사회적 안정 속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일당독재
를 견지한다는 근본전제 위에 세 개의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요컨대
경제적 차원, 군사적 차원, 그리고 외교적 차원이라는 세 개의 축에서 종합국력
을 신장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첫째는 ‘두 개의 백
년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 경제대국으로 발돋
움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 분야 혁신을 통해 미국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 즉 ‘강군몽’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
는 선진과학기술문명의 창출과 선진 중화문명의 복원과 확산을 통해 문명대국
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 증
진 노력 외에도 소프트 파워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매력 공세 외교
를 펼쳐왔다.
이런 장기적 목표와 수단 외에도 시진핑 정부는 보다 야심찬 실제 의제들과
중단기적 목표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우선적인 의제로
반부패 투쟁을 통해 청렴하고 사명에 충실한 강력한 공산당을 재건하여 인민으
로부터 무한한 지지를 얻는 것이다. 둘째, 인민에게 중화민족주의와 애국주의
를 고취하여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identity)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전
사회적으로 전면적인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다.134) 넷째, 국방현대화와 동
시에 당의 명령에 확고히 복종하는 당의 군대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에도 응전할 수 있는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어 대
내 안정과 동시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중단기적 정책 목표와 의제는 유기적으로 묶여 시진핑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대외적 장애물이자 견
134) 이미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중공중앙의 개
혁의 전면적 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
定)’에서 시진핑 체제의 개혁 심화의 방향, 기본 틀,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된 바 있다. ｢中共中央关于全
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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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세력은 역시 미국이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대규모의 서진전략이자 미국의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지전략적’ 대응전략
은 바로 ‘일대일로 구상’이다. 이 일대일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틀이자
조직들 중에는 AIIB, RCEP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오바마 정
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연말에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했는데, 주
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의 후속 보완전략
이자 중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한
층 더 강경하게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의지가 피력되었다.135) 이어
서 2019년 6월 미 국방부는 아예 ‘인도ㆍ태평양 전략’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전 세력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해 견제
ㆍ봉쇄하려는 적극적 의도를 드러냈다.136)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및 항행
의 자유 분쟁, 동중국해 분쟁, 대만 문제, 북한의 도발, 경제 냉전인 미중 무역
분쟁 등은 미중 갈등의 가장 두드러진 이슈들이다.

다.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3대 과제
흔히 마오쩌둥 시대 신중국 건설을 일컬어 중국이 ‘일어섰다(站起来)’라고
제1차 혁명기를 표현했다면, 덩샤오핑 시대는 마오쩌둥 시대와는 정반대의 길,
즉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시장화 개혁을 통해 ‘부유하기 시작했다(富起来)’라는
표현이 즐겨 쓰였다. 그래서 덩샤오핑 시대는 제2차 혁명기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의 기적을 낳았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글로벌 부상
의 기세는 특히 시진핑 집권기에 가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여 이제 중국
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强起来)’라는 담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과
135) The White H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2017),” 온라인 자료
(검색일:2019. 12. 9).
136)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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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층 더 뚜렷이 부각되었고, 특히 일대일로 전략은 구체적인 강대국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에서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공산당의 통치와 영도를 바탕으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통합한 세계
1위의 종합국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말하자면 하드 파워 측
면에서는 우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군사대국으로도 부상하는 것이다. 특히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
차를 좁히고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영향권 내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
는 ‘반접근-지역배제(A2-AD, 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을 확고히 실
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드 파워 경쟁에서 불가피하게 미중 양국은 부딪히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충돌
하고 있으며, 그 전략적인 경쟁은 상시화되고 또 구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의 세계전략이 위협적이고 공세적이며 패권
추구적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오히려 중국이 글로벌 대국으
로 부상함에 따라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의 역내 및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외교 행보를 하고 있다
는 점, 그 때문에 중국이 수정주의 세력이 아니라 반응적인 세력이며 자국의 핵
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다음으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과
냉전 시기 미소 양국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며 패권 경쟁을 하던 시대를 비판하
면서 자국은 절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평화발전을 추구하는 ‘신형국제관
계’를 통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매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뚜렷이 제시하
고 있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외교 담론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인 이미지를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
공동체’와 같은 외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하고 동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특히
‘지경학적 수단’과 ‘문화역량’, ‘외교 역량’ 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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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분발유위’적 태도는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 파트
너십,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매력공
세’는 결국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소프트 파워
증대를 노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대국외교’ 전략은 ‘신형국제관계’를 주도
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통해 중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와 중국의 글
로벌 문명대국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볼 때,
2019년 홍콩 주민들의 ｢범죄인 송환법｣ 반대 민주화 시위가 있기 전까지만 해
도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었고, 오히려
한시적이나마 중국은 대미 반사이익과 비교우위를 누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국가목표하에서 어떤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차원(경제적, 군사적, 문명적 차원)에서 주요 과제를 파
악할 수 있다.
1) 경제적 차원의 과제: 경제대국화
한때 싱가포르의 국부였던 리콴유(李光耀)는 “과거에는 세력균형이라는 개
념이 대체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한
개념이다. 사실 이제는 경제력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다”라고 새로운
세력균형론을 술회한 적이 있는데, 이 말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
이라 할 수 있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데다 군사대국의 야망, 즉 ‘강군몽(强军
梦)’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주
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외교력을 실행하고 타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ASEAN 회원국 전체 교역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9%를 차지하는 데 비해 중
국은 무려 15%를 차지하고 있다. ASEAN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
기 때문에 ASEAN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역외국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
래서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과 제니퍼 해리스(Jennifer Harr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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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다른 수단을 사용한 전쟁: 지리경제학과 국가운영기술뺸이라는 저서에서 중국
이야말로 자국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리경제학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137)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리경제학적
전략의 원조는 뺷손자병법뺸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의 현실주의 전략
가인 헨리 키신저는 자신의 저서 뺷중국이야기뺸에서 아래 손자병법의 몇 구절
을 인용해 지리경제학의 합리적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투를 치르지 않고 적을 이기는 장수가 가장
탁월한 장수다”라고 언급했고, 승리란 ‘단순히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최종적인 정치적 목표의 실현’이라고 강조했
다.138)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리경제학적 수단
을 활용한 경제외교전략을 계속 유지ㆍ확대ㆍ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연구자인 데이빗 샴보(David Shambaugh)
는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글로
벌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 적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진정한 글로벌 강
대국이 아니라 기껏해야 국부적인 권력(partial power)을 가진 국가 정도, 가
령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 혹은 ‘지역 강대국(regional power)’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서, 중
국의 글로벌 파워를 평가절하했다.139) 조지프 나이가 권력을 하드 파워, 소프
트 파워, 스마트 파워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의미를 분석했음은 다 알려진 사
실이다. 샴보는 나이의 저서인 뺷권력의 미래뺸에서 내린 권력의 새로운 정의를
따르고 있다.140) 그리고 나이의 확장된 정의는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권력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달에 따르면, 권력이란 A가 B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이며 심지어 하기 싫어하는 것조차도 하게 만드는 것, 즉 상대방의 선
137) Blackwill and Harris(2016), p. 20.
138) Kissinger(2012), p. 28.
139) Shambaugh(2013), pp. 309-311.
140) Nye(2011), Ch.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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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취향에 관계없이 그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다.141) 나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 국가가 가진 부나 자원이 만약 어떤 사태의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이런 자원은 권력을 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한
다. 이를 등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부≠영향력≠권력(wealth≠influence≠
power)’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이에 따르면, 권력의 본질은 바로
특정 국가가 지닌 자원을 얼마나 영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있고, 바로 이
것이 권력의 행사이자 운용이 되는 것이다.142) 이처럼 나이와 샴보가 ‘영향력’
개념을 통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점은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부상
과 그 국제정치적 함의를 새롭게 이해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앞에서 언
급했던 ‘지경학적 수단’을 통해 타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작금의 중
국을 보면 권력 운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샴보의 부정적 평가가 지
금도 설득력을 가질까? 진정한 권력이란 굳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다른 나라들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중국이 그런 권력을 운용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중국이 ‘지리경제학적 수단’을 활용해 전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국이 지
리경제학적 수단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실제 사례로, 2010년 센카쿠 열도
(조어도)를 침범한 중국 어부를 일본이 억류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
지한 사건, 2011년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에 대한 연어 수입을 완전 중단한 사건, 2012년 필리핀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영유권 분쟁으로 바나나 검역을 지연시킨 사
례,143) 2016년 한국 내 THAAD 배치로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가한 사례 등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경

141) Dahl(1961) 참고.
142) Shambaugh, op. cit., pp. 7-8.
143) Allison, op. 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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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방면

5통(五通)

정치

정책소통(政策溝通)
인프라연통(設施聯通)

경제

공공외교

함의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익 융합을 심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촉진하고, 협력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한다.
점차적으로 아시아의 각 지역,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무역창통(貿易暢通)

투자와 무역의 원활화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와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

자금융통(資金融通)

금융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 통화 안정 체계, 투자와 융자
체계, 그리고 신용 체계의 건설을 추진한다.

민심상통(民心相通)

실크로드 우호협력 정신을 계승하여 발양하며, 문화교류,
학술왕래, 인재교류와 협력, 매체 간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양자와 다자간 협력의 심화를 위해 민의의 기반을
다진다.

자료: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外交部, 商務部(2015), 뺷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
动뺸 내용정리.

학적 수단’을 활용해 타국에 영향력, 즉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시시각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나자르바예프대 연설에
서 ‘실크로드’ 혹은 전통적인 실크로드를 따르는 경제벨트 구상을 제안했고, 한
달 후 인도네시아 방문 때 이 구상을 좀 더 확대하여 이른바 ‘해상실크로드’를
명명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一带一路建设工
作领导小组)’를 신설해 관료기구 내 ‘일대일로 구상’을 계획ㆍ조정ㆍ감독하게
했다. 이어서 2015년 3월 중국 외교부는 상무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
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 비전과 행
동｣이라는 공식 백서를 발표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
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그리고 ‘책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144)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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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정치, 경제, 공공외교라는 세 가지 방면에 연관되는 '5통(五通)'으
로 구성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과 타국 간의 협력을 증대하고, ‘글로벌 파트너
십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인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프라, 무역과 금융 분야의 국가 간 협력 및 민간
교류는 궁극적으로 합작 공영의 지역 신경제질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일대일로 전략이 역내에 긍정적 성과를 보일 경우,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하
는 동시에 중국의 가치관도 확산시킬 것이다. ‘일대일로’는 새로운 형태로 아시
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
해 새로운 역사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145)
‘일대일로’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인구의
70%, 그리고 세계 GDP의 55%를 포괄할 정도로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2017년 가을 19차 당 대회에서도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성이 천명되었다. 아시
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이 글로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적
어도 68개국이 관련될 것이며, 많게는 약 8조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
망하기도 한다.146) 일대일로 전략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추진될 장기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전략은 중국판 ‘마셜
플랜’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21세기형 중국식 서진전
략이기도 하다.
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진척 정도를 먼저 ‘정책소통’ 측면에서 보면, 약 160
개에 달하는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조직이 망라되어 있는데, 2019년 8월 말
까지 중국 정부는 이미 136개 국가와 30여 개 국제조직 등과 195개에 달하는
‘일대일로’ 관련 합작 문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설연통’ 측면에서 보

144)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外交部, 商務部(2015), p. 5.
145) Ibid., pp. 2-3.
146) Hurley, Morris, and Portelance(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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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초지역ㆍ초국경 핵심적 철도연결망, 가령 중국-라오스 철도, 중국-태국 철
도, 헝가리-세르비아 철도, 그리고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건설에서 큰 진전
이 있었다. 2019년 6월 말까지 전체 누계 1만 6,760회에 달하는 중국-유럽 화
물 열차 운행으로 대략 15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해외 16개 국가와 53
개 도시를 경유하는 물류망을 이용 중이다.
‘무역창통’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18개에 달하는 ‘자유무역 실험구(pilot
free trade zones)’를 세웠다. 그리고 2017년에 처음으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개최
한 이래 중국과 연선 국가들은 100여 개 해관검역협력 문건에 서명했으며, 40
개가 넘는 해관검역합작기구를 세웠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과 연선
국가들 사이의 상품교역 총액은 6조 5,000억 달러에 달했다.
‘자금융통’ 측면에서 보면,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시장지향적인 투자 및 금
융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2019년 1/4분기 말 무렵에 중국인민은행과 세계은
행 국제금융공사, 유럽부흥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과 연계하여 융자
협력을 하기로 했고, 누계 투자 200여 개 항목에 70여 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
을 포괄하고 있다. 2018년 말까지 중국기업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직접투
자한 금액은 9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계약을 맺은 프로젝트 금액은 이미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민심상통’ 측면에서 보면, 2019년 7월까지 중국은 136개 국가들과 ‘일대일
로’ 협력 문서에 서명했으며, 2013년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이래 71개 국가
들과 상호비자면제 협약을 맺었다.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이래 중
국은 개발도상국들인 연선국가들에 약 20억 위안(元)에 달하는 긴급식량원조를
제공했으며, 100개의 ‘행복정원(happy home)’ 프로젝트, 100개의 ‘빈곤경감
(poverty alleviation)’ 프로젝트, 100개의 보건재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17년에 중국에 유학 중인 일대일로 연선국가 출신의 학생 3만 8,700명
에게 중국정부 장학금을 제공했다. 2018년에는 공동연구 교류를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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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선국가 출신의 젊은 과학자 500명을 초대하기도 했다.147)
이처럼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평가나 전망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일대일로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정치적 언사에도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열망 속에서 일종의 ‘지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해상실크
로드’ 부문은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 지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미중 간의 잠재적인 충돌 지역(hot
spots)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중국해야말로 냉전 시기 이래 줄곧 미국의 핵심이익(vital interests)
지대이다.148)
과연 ‘일대일로’ 전략은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위협요인인가, 아니면 긍
정적인 기회요인인가? 일대일로 전략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겸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인 장윈링(张蕴岭)은 ‘장기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일대일로를 일종의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고 규정
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군장성인 치아오량(乔良)은 ‘일대일로는 미국의 아
시아 중심축(Pivot to Asia) 동진 전략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위험회피 전략
(hedging strategy)’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149)
이에 반해 스인홍(时殷弘) 런민대 교수는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
적 열망을 담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그 어떤 열정도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또한 중국의 투자가 관련국들에 민족주의적 우려와 반
발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장쥔화(张俊华) 상하이

147) ｢新时代的中国与世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0).
148) Campbell and Sullivan, op. cit., p. 101.
149) Economy, op. cit.,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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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 교수 역시 스인홍 교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본래 역사적으로 보면 실
크로드는 ‘밑으로부터 교역(bottom-up trade)’, 즉 주로 중국 외부의 국가들
이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일대일로는 ‘중국식 중상주
의적 사고의 산물(product of Chinese neomercantilist thinking)’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중국식 중상주의는 특히 문화, 환경, 그리
고 민족성과 관련지어볼 때, 민감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다수 연선국가들 내에
서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보았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접근은 아마도 민주적 국
가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 장쥔화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실패 사례를 들고
있다. 이 CPEC 프로젝트에 약정된 투자액은 전부 460억 달러인데, 이 금액은
2015년 파키스탄 GDP의 17%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실제 이 회랑과 연
계된 프로젝트들은 안보적 우려와 파키스탄 내부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
다. 장쥔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토록 열악하고 갈등이 지배하는 지역에 중국이
그런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다. 결국 파
키스탄 스스로 140억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댐 프로젝트(다이
메르-바샤 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계약
에서 댐 소유권을 가지는데다 관리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건설 인력 1만 7,000
명을 중국인으로 고용하여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판단과 중국이 두 번째 댐을
개발한다는 약속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계약 조건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편 해외학자의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케멜 톡토무셰프(Kemel
Toktomushev) 중앙아시아대 공공정책 행정연구소 연구원은 투명하고도 책
임성 있는 강력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나라 내부의 엘리트 부패와 지
대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현해왔다. 알렉산더 쿨리
(Alexander Cooley)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일대일로 구상이 중앙아시아 국가
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그러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쿨리는 중국
의 투자에 대한 연선국가들의 반발을 지적하면서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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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의 경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국과의 부패 스캔들이 중국혐오
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150)
또 다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부작용과 문제점으로는 투자 유치국을
‘채무의 덫(Debt’s trap)’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세계
개발센터에 의하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 대규모 부채 상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들인 지부티,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몰디브,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몬테네그로 등 8개국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151)
이와 같이 일대일로는 기회요인이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6월 세계은행은 ‘｢일대일로 경제학: 운송회랑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대일로에 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정책 및 제도적 조언을 제
공하고 있다.152)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역시 2019년 7월 ｢중국과 세계: 변화
하는 관계의 역동성 분석｣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
국과 세계 사이에 역동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중국이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긍정적인 각도에서 전면적으
로 분석하였다.153) 중국 역시 2019년 9월 ｢신시대의 중국과 세계｣ 백서를 발
간하여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은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
화와 발전에 일조하면서 결국 인류운명공동체 실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154)
② 다자주의 경제협력 추진 – AIIB, RCEP
150) Ibid., pp. 195-196.
151) 지부티는 일대일로 사업 참여 후 대중국 채무가 82%에서 91%로 높아졌다. 라오스는 중국으로부터
GDP의 50%가량인 67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차입해 두 번째로 부채위험이 높은 국가이고, 몰디브
는 중국과 2017년 FTA를 맺었고, 공동해양관측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중
국은 ‘진주목걸이 전략’에서 유리한 인도양 항로를 얻게 된다. 인도의 안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 대상국들의 부채상환 리스크에 대한 분쟁 사례 및 일대일로 사업의 우려와 문제점에 관한
분석은 최재덕(2019), pp. 66~73 참고.
152)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2019) 참고.
153) 자세한 내용은 Woetzel et al.(2019) 참고.
154) ｢新时代的中国与世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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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AIIB는 미국, 일본 중심의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
발은행(ADB) 등에 맞서 중국이 ‘일대일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다자개발은행이다. 여기에는 영국,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을 망라하고 있다. 1,000억 달러(초기 500억 달러)의 자본금
을 기반으로 융자, 지급보증, 지분투자 등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저개발국의 인
프라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AIIB
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영국은 미
국과 실제 협상하지 않고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 당황스러
운 일대 외교적 사건이었다. AIIB 총재는 공개적으로 셰익스피어 희곡에 견주
어, 즉 영국이 오래전에 로마 제국의 요구를 거절했듯이 이제 미국의 요구를 거
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은 신속히 합류했
다. 오로지 ADB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일본만이 AIIB의 함의에 대해 의구심을
피력하면서 잔류하게 되었다.
AIIB의 함의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측면이 있지만, AIIB가 전통적인 국
제적 다자개발은행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
국은 세계은행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AIIB 헌장 초안을 잡았고, AIIB의 윤곽이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세계은행 및 ADB와 유사한 거버넌스 원칙을 도입해왔
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6년에 발표되었듯이, AIIB의 네 개 프로젝트 중
세 개는 ADB나 유럽부흥개발은행과 같은 여타의 국제적 다자개발은행들로부
터 공동융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155)
중국은 다른 다자주의 제도 구상들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다. 2019
년 11월 4일 태국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세계
GDP 및 교역의 1/3, 세계 인구의 절반을 포괄하면서, ASEAN 10개국, 한국,
155) Economy, op. cit., p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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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세계 최대
의 자유무역 블록이다. 물론 태국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추후 입장을 결
정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교역 및 투자 활성화,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지속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156) 역내 국가들
의 발전 단계 및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RCEP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
방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RCEP를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 경
제 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과 경쟁ㆍ대립했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정
부가 TPP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RCEP는 이
와 대조적으로 한층 더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RCEP에 가입했지만, TPP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다. 현재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2018년 3월 포괄적 점진적 환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을 출범시켜 주도해나가고 있지만 RCEP보다
취약한 조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일본의 참여가 RCEP의 주요 동력이 되었
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다자주의 경제협력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
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내포와 외연이 계속 심화ㆍ확
장되고 있다. 가령 2017년 1월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中国的亚太安全合
作政策)｣ 백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중국의 자기 주도적 대외정책’이 구
체화되었다.157) 1년 뒤인 2018년 1월 26일 중국정부는 ‘중국의 북극정책(中
国的北极政策)’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제3의 실크로드 전략인 북방 실크로
드, 즉 ‘빙상실크로드’를 제기했다.158) 이처럼 중국의 ‘일대일로’는 더 이상 이
른바 ‘서진 전략’에 멈추지 않고, 동진 및 북극 진출 전략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59)
156) ｢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7년만에 타결…내년 서명 추진｣(2019. 1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7).
157) ｢中国的亚太安全合作政策 白皮书(全文), 2017年 1月 11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1).
158) ｢中国的北极政策 白皮书(全文), 2018年 1月 26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1).
159) 김재관(2018), pp. 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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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바로 동북아 경제회랑과의
연계이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일대일로’ 전략에 변화가 일고 있는 듯하
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중국은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연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즉
2018년 8월 25일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 실험구 건설 총체방안(辽宁“一带
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을 내놓았다.160) 중국이 2018년부터 ‘서진전
략’으로 간주되어온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변화
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해륙(海陸)이 교차하는 가교 지역인 한반
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즉 중국-북한-한국, 한국-중국-일본, 중국-북한-러시아 등 3국 소다
자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동 노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방안은 한국, 북한, 일본, 몽골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회랑’을 조성한
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 단둥을 관문으로 하여 남북
으로 단둥-평양-서울-부산 간 철도, 도로, 통신망 연결과 ‘단둥특구’ 설립을 제
안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 이 구상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과도 연계된다
면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주의 협력, 소지역주의 협력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및 동북
아 협력을 강조하면서 역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행사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른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일대일로’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
우르는 전방위적 차원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간 인도
ㆍ태평양 및 유라시아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각축전은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것
으로 전망된다.

160) ｢辽宁 "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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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첨단기술 강국 건설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시진핑 정부의 등장 이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가동하면서,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
해 해외 첨단기술업체 입찰 경매, 인수 합병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첨단기술 기업의 사냥을 들 수 있다. 가령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기
업인 쿠카(Kuka AG), 자동화 기계공학 분야의 포이트(Voith), 반도체 화학장
비의 아익스트론(Aixtron SE) 등을 인수하기 위해 2016년 11월까지 한 해
11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2014년 26억 달러 지출과 비교하면 폭발적으
로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일찍이 1999년 주룽지 총리 시기부터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중국기업의 해
외진출전략인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는 그 성격이 달라졌다. 단지 천연 자원의 획득만이 아니라 경쟁력
을 갖춘 선진경제로 진입ㆍ부상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에게 해외의 서비스 및
첨단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저우추취’ 전략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2000~15년에 미국의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부동산, 에너지 등 분야에 650
억 달러를 투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 걸쳐 FDI 정책을
추진 중인데, 2010년 600억 달러에서 2016년 2,000억 달러로 급증하여 처음
으로 미국의 해외 투자와 맞먹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엄밀히 말해 ‘국가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
이다. 따라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을 목적의
식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사기업도 이용하고 있다.
흔히 사기업으로 잘 알려진 가전의 하이얼(Haier), 텔레비전의 TCL, 그리고
컴퓨터의 레노버(Lenovo)는 혼합소유제 방식을 띠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국
가에 장악되어, 국가의 이해와 요구에 직접 연계되어 복무해왔다. 심지어 중국
의 아마존(Amazon)으로 불리는 글로벌 대기업 알리바바 역시 시진핑 주석의
후원하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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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보조금 정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가령 전
기차 시장의 경우 국가가 보호망을 제공하여 외국기업들이 동 분야에서 진출ㆍ
경쟁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요컨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체
제로서 국유기업, 사영 및 혼합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
으며, 국가 안보와 같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가 해외자원 확보, 해외 선진
기술 인수합병 등을 주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13차 5개년 규획에는 인터넷 기술을 금융, 상업 등 분야에 적
용하려는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互联网)와 ‘중국제조 2025’ 등이 포함
되었는데, 이런 정책들 역시 중국의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특색의 글로벌 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의 일환이다. 슈퍼컴퓨터, AI,
5G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관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
인 디지털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신속하게 해외정보
및 기밀을 수집하여 국가안보망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나 ‘화웨이’ 관련 분쟁도 국가가 개입하여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대 교역국이면서, 세계의 최대 공장이자 최대
소비시장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 정책은 2015
년 중국정부의 산업 고도화 30년 계획 중 첫 10년인 2015~25년 발전 전략에
명시되었다. 첨단기술 육성의 주력 분야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
터, 항공 우주산업, IT, 신소재 부품, AI, 바이오 첨단기술 등인데, 현재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누리고 있는 이러한 분야에 뛰어들어 미국을 따라잡고 추
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시기별 계획을 보면, 2025년에 이르러 제조업 강
국이 되고, 2035년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등을 추월하며, 마지막으로 2049
년 미국을 추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첨단제조업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때는 두 개의 백년 목표가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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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적 차원의 과제: 군사대국화 - ‘강군몽(强军梦)’
이미 앞 절에서 언급했다시피 중국은 경제대국으로의 부상 못지않게 군사력
분야에서도 이미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사대국으로 급부상 중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른바 ‘강군몽’을 천명하며 국방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해왔다. 중
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완수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중국몽’의 실현이다. 이 ‘중국몽’은 ‘강국몽’이며, 군사적 차원
에서는 바로 ‘강군몽(强军梦)’이기도 하다.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현대
화를 실현하고 육ㆍ해ㆍ공ㆍ사이버 민군 합동융합능력을 확보하여 2050년까
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싸워 이길 수 있는(能打胜仗)’ 최첨단 군대를 만들겠
다는 구상이다. 시진핑 집권기 ‘강군몽’ 군사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시대(다극화, 경제글로벌화, 사회정보화의 심화발전) 국가안보형세관 정립, 군
대사명과 전략임무, 적극적인 방어전략방침(积极防御战略方针), 군사역량의
건설과 발전, 군사안보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군사역량의 건설과 발
전이 집중될 부분을 보면, 육군의 경우 지역 방어형에서 전 지역 기동공격형으
로 전환, 해군의 경우 근해방어에서 점차 근해방어와 원양방어를 결합하는 형
태로 전환하여 해상기동작전과 해상연합작전 능력 제고, 공군의 경우 국토 방
공형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형태로 전환하면서 정보화 작전능력 제고, 그
리고 우주 항공 기술 발전, 핵 역량 발전, 사이버 공간 군사역량 증대, 국가주권
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해양강국’ 건설 등이다. 또한, 핵 선제공격 불사
용 원칙(No First Use)을 견지하는 가운데 자위방어의 핵 억지력 확보 및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선진 무기 및 장비 발전, 신형 군사인재의 신속한
육성 등도 포함된다.161) 중국은 자신의 영향권에 미국이 쉽게 개입할 수 없도
록 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고수하기 위해, 나아가 일대일로
가운데 ‘해양실크로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양강국화 노선을 다그
161)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군사전략’에 관한 공식 문서는 ｢中国的军事战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6.
6. 5). 국내 연구로는 김태성, 이상현(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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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모두
자신을 전략적 경쟁 대상으로 간주하고 견제ㆍ봉쇄하려는 적극적 현실주의 전
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162) 미국의 전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무엇보다도
해양강국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 정체성도 점
차 변화되고 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대륙국가’ 정체성에서 점차 대륙과 해
양을 아우르는 ‘대륙-해양국가’ 정체성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163)
해양강국화를 향한 중국의 정체성 변화는 공식적으로 18차 당 대회 이후 대
대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2013년 4월 16일 발표한 국방백서인 ‘중국 무
장역량의 다양화 운용(中国武装力量的多样化运用)’을 통해 해양 권익옹호를
처음으로 강조한 바 있다.164) 2015년 중국 국방백서도 해양강국 노선을 견지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육상을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하던 전통적인 사고에
서 벗어나 해양권익을 보호해야만 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해
군역량을 현대화시켜 해양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
근해 방어와 원양 해군(Blue Navy)을 혼합하는 전략으로 향후 중국 해군의 발
전방향을 전환할 것도 분명히 했다.165) 이와 같은 중국의 해양강국화 노선을
분석한 미국의 안보 관련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바라보았다. 즉 필요할 경우 대만을 군사적으로 경략
할 수 있을 것,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해권을 공세적으로 보호할
것,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 군대의 군사 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화할 것, 중국의 상업 해상운송로(SLOCs)를
보호할 것,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할 것, 지역 주도 국가로서
그리고 주요 국제세력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를 공세적으로 펼칠 것 등이다. 또
162) 时殷弘(2013), pp. 1~3; 张茗(2013), pp. 37~44; 韦宗友(2018) 참고.
163) 이지용(2014) 참고.
164)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运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 참고.
165) ｢中国的军事战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6. 6. 5).

제3장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 143

한, 이러한 역량을 확보해야만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연근해 지역, 여타 남중국
해 및 동중국해 지역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 미국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억지 차
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166)
인민해방군을 현대적 군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방현대화, 즉 군사혁신
(RMA)은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지상군을 자랑하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공인된
5대 핵 강국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국방현대화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항공모함
건조 및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반함 미사일
보유국 중 하나로서 특히 미국을 역내에서 배제하기 위한 A2-AD(Anti
Access-Area Denial,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중심으로 전력의 투사능력을
고도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A2-AD 전략을 전개하
기 위해 두 척의 항공모함(2012년 랴오닝호, 2017년 산둥호)을 실전배치했다.
반함 미사일 둥펑-21D는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주변 4,000km 이내로 접근하
는 것을 불허하는 무기로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무기 중 하나이다. 또한,
2019년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으로 공개된 전략무기로서 미국 등 세
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택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둥펑-26,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 쥐랑(巨浪)-2, 둥펑-31AG, 둥펑-5B 등 다수의 둥펑 계열 미
사일을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 드론인 리젠(利剑) 및 정찰 드론 우전(无
侦)-6, 조기경보기 쿵징(空警)-2000,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훙(轰)-20 등
은 미국에 위협을 주기에 충분하다.167)
중국은 또한 미국의 패권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준동맹에 가까운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

166) O'Rourke(2016) 참고.
167) ｢시진핑 “중국이 세계 평화 수호” 미국 사정권 둥펑-41 공개｣(2019. 10.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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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공동협력은 연례 합동군사훈련, 미국의 THAAD 및 중거리핵전력에 대한
공동 대처,168)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한반도 위기 등에 대한 입장
조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MD 체계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내 THAAD 배치를 미국의 글로벌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으며, 2017년 12월 베이징에서 MD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 합동군사훈련에는 러시아의 방공시스템인 S-400, S-300과 중국의
방공시스템인 훙치-9가 동원되었다.169)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정부
가 주도하고 있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안보전략 추진과정에서 중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안
보전략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션딩리(沈丁立) 푸단대 교수나 옌쉐퉁(阎学通)
칭화대 교수와 같은 보수 강경파 중국학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
해 중국이 기존의 ‘불개입주의’ 외교 노선, ‘비동맹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식적
인 동맹 정책을 추진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해외
군사기지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옌쉐퉁 교수는 특히 러시아와의 전
략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상쇄전략을 수행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170)
3) 문명적 차원의 과제: 문명대국화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을
집약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인류운명공동체’이다. 이 담론은 중국의 소프
트 파워를 대변하는 용어이다. 1990년대 초 중국의 관료들은 처음으로 ‘소프
168) ｢5년6개월 만에 방한하는 中 왕이..한중 관계 개선 신호탄?｣(2019.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2. 1).
169) ｢中ㆍ러시아군, 베이징서 미사일요격 합동훈련…"北견제 목적도｣(2017. 1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30); ｢중러, 베이징서 MD 방어합동 훈련 개시…사드ㆍ북한｣(2017. 12. 1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7. 12. 30).
170) Economy, op. cit., pp. 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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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파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가 1992년에 중
국어로 번역된 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
켰다. 그러다 2007년 17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중화민족의 부흥을
중국의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와 연계해 강조한 이후 비로소 소프트 파워가 중
국 외교정책에서 한층 더 공식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중국에 소프트 파워는
중국이 달성한 경제적ㆍ군사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치적ㆍ문화적 성과에 대해
당당하게 전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은 후진타오 정
부의 노력을 자신의 것으로 계승하여, 2014년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증진해야
만 하고, 전 세계에 중국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인 후속 작업으로 개발도상국에 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전 세계에 정부가 후원
하는 ‘공자학원’을 설립해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며, 핵심적인 해외시장
에 신화사와 같은 언론매체를 설립하고 중국의 싱크탱크를 지원했다. 그러나
공산당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라는 부정적 요인과 함께 시진핑 일인 권
력이 절대권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설상가상
으로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소프트 파워 증진을 위한 그동안의 외
교적 노력은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홍콩 인권법｣뿐만 아니라
｢신강ㆍ위구르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의 소수민족 민주주의 탄압을 부
각시키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 가지 시도
들이 상당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도 존재한다. 가령 중국이 자국
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공자학원’은 전 세계에 400여 개 이상 설립되
어 있다. 그런데 해외 대학에서 공자학원은 냉대를 받으면서 우려와 논쟁을 낳
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자학원’이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 초청 거부 압박을 통해 사상
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중국은 전 세계에 170여 개의 신화사 통
신 분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CCTV나 CGTN(중국의 CNN)을 통해 친중국 이

146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정부의 주도 아래 친중국 여론을 조성
하고 반대 여론을 차단ㆍ통제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온 관행은 어제 오늘
의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용녠(郑永年) 싱가포르 국립대 동
아연구소 소장은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의 미디어 장악 노력이 도구적이며,
역효과만 발생시킨다며 비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적 통제로부터 중국의 지식체계
를 해방시켜 자유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그
리고 통치자가 돈을 더 많이 통제할수록, 사상의 빈곤은 더 엄혹해질 것이고,
그 결과 중국의 문명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171)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의 결과인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
면, 아프리카가 대략 70%로 가장 높고, 그리스 57%, 미국 37%(2016 Pew
Foundation Report), 스페인 27%이며, 아시아ㆍ대양주 지역은 상반된 호감
도를 보여주는데, 호주는 52%인 반면, 일본은 최하인 11%였다.172)

라.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동북아 지역은 냉전 시기부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각축을 벌여왔던 경쟁
과 대립의 장이었고, 탈냉전기 특히 21세기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으로 부상하
면서 주요 경쟁 주체가 미국과 소련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바뀌었다. 역내 국가
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이 기회 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험 및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각축을 벌이는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는 남중국해, 동중국
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떠한가? 큰 틀에서 보면 시진핑 정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

171) Economy, op. cit., p. 220.
172) Ibid.,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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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견지하는 기본 원칙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 넷째,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
에서 영향력 유지 및 확대이다.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가령
THAAD 배치 문제로 한국과의 갈등이 심각했고, 중거리핵전력 배치 문제도
2019년 하반기부터 동북아 안보에서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과 연계되
어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함
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전략적 이해와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그만큼 관련국들 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2018년부터 북한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그
리고 북중 간 일련의 정상회담은 긴장이 고조되던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긴장 완
화의 평화무드를 조성했으나 북미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은 러시아
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촉진을 위해 ‘쌍중단-쌍궤병행(双暂停 - 双轨并
行)’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북미 간 협상교착으로 발언권을 강화해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가 필요하며
이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관련국들 간 장기적 협조체제에 의해 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결국 최악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핵문
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한반도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2020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변수, 국내 다양한 정치집단의 대북정책
선호도와 복잡한 셈법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소용돌이에 빠진 채 불안
한 현상유지의 동거를 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긍정적 요인이자 부정적 요인이다. 긍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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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지원에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경색되었던 북중관계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급속히 복
원되어 다시 전통적인 혈맹ㆍ밀월 관계로 회복되었고,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체제의 안
정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논란이 되었던 종전선언 참여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모두 참여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
리, 시진핑 주석은 종전선언의 경우 남ㆍ북ㆍ미 3자 회담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요컨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
의 역할, 중국 변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남북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자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과 충분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
감축 혹은 철수 여부이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 통일 이
후 주한미군의 잔류 여부를 의미한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
수를 연계하지 않는 탄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중국의 입장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로 당연히 평화협정의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철
수 문제는 핵심적인 관심사이다. THAAD 배치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신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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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따라서 평
화협정 논의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종전선
언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문제에서 핵심적 관여자이자 주
도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책임감 있는 대국외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역내 국가들이 이른바 ‘중국기회론’을 활용하려면 중국이 자국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이른바 ‘분발유위’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국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역
내 경제협력과 지역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리더가 될 필요가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 외교 담론으로 제시한 이른바 ‘인류운명공동체
론’에 입각한 외교, 즉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는 단순한 이익공동체가 아니라 ‘친
ㆍ성ㆍ혜ㆍ용(亲ㆍ诚ㆍ惠ㆍ容)’이라는 네 가지 규범에 입각한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외교를 견지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동아시아 운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중국이 이른바 ‘통 큰 외교’를 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비로소 중국의 소프트 파워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국가들 역시 안보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현실주의(geopolitical realism)’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특정 국가에 경사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
동번영의 질서를 모색하는 데 건설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차원에서
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 혹은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자유
무역과 ‘자유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노선을 견지하면서 윈-윈
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식민지 시기,
냉전 시기의 배타적 민족주의 역사관과 이념을 넘어, ‘자유인 연합체’라는 미래
지향적인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으로 공동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안별로 공동의 인식과 협력을 축적해나감으로써
‘신뢰성 있고 네트워크화 된 동아시아 지역’을 건설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동아시아 소다자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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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가. 1990년대 대외정책의 사상적 논쟁: 친서방 자유주의와
유라시아주의
1990년대 러시아 대외정책의 사상적 논쟁은 국가정체성에 기초한 국가적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는 소련의 갑작스러운 해체로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그리고 대외정책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식적 이
데올로기가 한순간에 부정되면서, 이른바 ‘이념의 진공상태’가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20세기 초 볼셰비키가 그랬던 것처럼, 20세기 말 러시아의 엘리트들
도 새로운 국가 건설과 함께 대외정책 재설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앤드루 커친스와 이고르 제벨레프(Andrew C. Kuchins and Igor A. Zevelev)
는 러시아의 국가정체성과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를 두고 전개된 논쟁의 파라미
터들(parameters)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173) 첫째,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지속적인 믿음이
존재한다. 둘째,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의 국가 중
심적 권력정치가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는 다윈주의 또는 홉스주의적 경쟁이다.
셋째, 300년 전 표트르 대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는 자신의 라이벌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성취를 ‘따라잡기(catch up)’ 위한 도전에 직면해있
다. 넷째,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에 관한 전략은 국가정체성의 경쟁적 양상에
기반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정체성은 국내 정치
ㆍ경제질서와 대외정책의 우선과제 및 지향을 연결하고 있다. 다섯째, 오늘날
과 적어도 지난 200년간 중심적인 논쟁은 서구 자유주의가 러시아에 어느 정
도까지 적합한 모델이며, 모스크바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방 또는
173) Kuchins and Zevelev(2012), pp.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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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의 특정한 파트너들과 얼마나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정책의 사상적 논쟁은 러시아의 국제
적 지위 규정,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도전에 맞선 전략적 선택,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정체성 규정,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과 서방과의 관
계 설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러시아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상호 대립적인 친서방 자유주의(Pro-Western Liberalism)와 유라시아
주의(Eurasianism)이다. 먼저, 친서방 자유주의는 러시아가 국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입헌적 자유, 정치적 평등과 같은 가치를 서구와 공유하면서, 서구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같은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19세기의 서
구주의(Westernism)에 뿌리를 두었다.174) 러시아를 서구 문명의 유기적 일부
로 보는 친서방 자유주의자들은 소련 해체 덕분에 러시아가 드디어 과거 볼셰
비키와 소비에트 체제에 의해 ‘납치’되었던 ‘진정한’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
여 ‘정상적인’ 서방국가, 즉 서구문명의 일원이 될 기회를 얻었다고 보았다. 이
에 따르면, 서방국가들과의 ‘본성적 파트너십(natural partnership)’에 관련
된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개인과 자유시장의 우선성
을 수용하여 그동안의 ‘왜곡’을 바로잡아야만 했다.175) 따라서 이들은 서방국
가들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델로 삼고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ㆍ경제체제를 개혁하고자 했다.
친서방 자유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더 이상 소모적 대립이 아닌
건설적 협력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제국’에
서 벗어나 ‘정상 국가(normal state)’를 지향하면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관
계를 희생하더라도 서방과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990년
대 초 정치ㆍ경제체제 개혁을 위해 서방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
174) Tsygankov(2007), p. 381, p. 383.
175) Ibid., p.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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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던 옐친 정부는 서방과 이익 및 가치를 공유하면서, 미국과 함께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러시아의 국가적 비전으
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탈소비에트 국가들 및 과거
동맹국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러시아는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이
라 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
고,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ㆍ경제 포럼인 G7 참여도 희망했다. 또한, 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 가입을 추진했고, 심지어 NATO에 대해 협력 및 잠재적
가입 의사까지 표명했다.176) 하지만 경제개혁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기대에 미
치지 못하면서 엘리트들의 불만이 커지고, 급진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반발로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 총선에서 민족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들이 승리하면
서 옐친 정부의 대외정책은 대내적으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특수성, 다시 말해 러시아가 서구와는
다른 가치와 발전의 경로, 그리고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19세기
슬라브주의(Slavism)와 1930년대 유라시아주의에 뿌리를 두었다. 러시아의
가치가 서구문명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종종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슬라브주의는 이반 뇌제(Ivan the Terrible) 통치시기에 형성된 ‘모스크바 제
3 로마(Moscow is the Third Rome)’ 개념을 기원으로 하여, 19세기에는 슬
라브 공동체(slavic unity) 개념과 범슬라브주의(Pan-Slavism)로 이어졌으
며, 소련 시기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서구 자본주의 문명에 대비되는 ‘소비에
트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발전했다.177) 1930년대 지적ㆍ정치
적 운동으로서 유라시아주의는 국경 안정, 민족적으로 다양한 유럽-아시아 주
변부와 국내 인구의 합의, 그리고 때로는 서방의 비협력적 태도와 관련하여 러
시아의 상대적인 문화적ㆍ지정학적 독립성, 또는 ‘자립성(self-standing)’을
176) Feklunina(2019), p. 172.
177) Tsygankov, op. cit., 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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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위해 주창되었다.178) 소련 해체 이후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유라시아
를 서구 세계는 물론, 아시아 세계와도 구별되는 독자적 문명으로 개념화하면
서 유라시아의 중심으로서 러시아는 아시아 및 이슬람 세계, 즉 비서방국가들
과 강한 연계를 유지하고 탈소비에트 지역의 조직화 및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
는 자신의 독자적인 문명적 가치를 발전시켜야만 했다.
친서방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에도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전히 강대국을 지
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과 비서방국가들과
의 연대를 통해 유라시아 문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약화
된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문명적 가치를 보존하고 서방과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른바
‘다중 벡터(Multi-Vector)’ 정책을 제안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탈소비에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 전통적인 유라시아 강대국들과의 관계
강화는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만 했다.
1996년 1월, 친서방 자유주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안드레이 코지레프
(Andrey V. Kozyrev)가 물러나고 예브게니 프리마코프(Yevgeny M.
Primakov)가 외무장관에 임명되면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새
로운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국제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외인식에서 현실주
의적 대외인식으로, 서방과의 이익 및 가치 공유에서 고유한 이익 및 가치 추구
로 대외정책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면,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몇 개의 극 중 하
나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정상국가’가 아니라 다시 고유한 이익과 발전논리를 가진 강대국 중 하나임을
강조해야 했다. 프리마코프의 주도 하에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178) Ibid., 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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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대신,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중동에서 보다 적
극적인 정책을 시도하며, 중국 및 인도와 긴밀한 협력을 추구했다. 특히, 러시
아-인도-중국(RIC) 3자 협력은 미국에 대한 균형추이자, 미국 주도의 단극체
제에 대항하는 다극체제의 기반으로 인식되었다.179) 1996년 4월 러시아는 지
역협력을 위해 중국,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와 상하이 5인방
(Shanghai Five)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는 1996년 4월 ‘러중 공동선언’을
통해 ‘전략적 상호협력을 지향하는 동등하고 신뢰적인 동반자관계 발전’을 선
언하고, 1997년 4월 ‘다극세계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관한 러중 공동선언’
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양국간 연대를 강화했다.180)
하지만 친서방 자유주의와의 완전한 결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여전히 서방으로부터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고, 이른바 ‘다중 벡터’ 정책은 1990년대 초 지나치게 중시되었던 서방과
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NATO의 단계적 확대와 역외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1991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냉전기 이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이었던 NATO는 해체
가 아닌 확대 및 강화의 길로 나아갔다. NATO는 1991년 북대서양협력이사회
(NACC), 1994년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프로그램, 1997년 유럽ㆍ대서양
동반자이사회(EAPC) 등을 단계적으로 출범시키면서 과거 소련의 동맹국이었
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갔다. 그 결과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
국이었던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1997년 12월 ｢가입의정서｣에 서명하고,
1999년 4월에는 공식적으로 NATO 회원국이 되었다. 더 나아가 NATO는 러
시아의 강력한 반발에도 1999년 3월 24일부터 78일에 걸쳐 유고연방을 공습

179) “Евгений Примаков: политик, развернувший самолет над Атлантикой и внешнюю п
олитику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Feklunina, op. cit., p. 172.
180) 제성훈(2016a),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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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UN 안보리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무력 사용은 북대서양조약에 규정된
전통적인 전략개념을 넘어선 최초의 역외 개입이었으며, 유럽에서 러시아의 입
지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었다.181)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NATO와의 군
사협력을 전면 중단했으며, 군사훈련에 돌입하고 군사력 강화에 착수했다.
1990년대 말이 되자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결
코 러시아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역시 러시아를 새로운
세계질서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자 러시
아 대외정책 논쟁에서 친서방 자유주의의 입지는 완전히 좁아지고,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과 고유한 이익 및 가치를 중시하는 유라시아주의의 정당성은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나. 2000년 이후 대외정책의 사상적 논쟁: 협조적
유라시아주의와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당시 총리였던 푸틴이 권한대행
이 되고 2000년 5월 푸틴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1999년 12월 30일, 옐친 대
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하루 전 당시 총리였던 푸틴은 뺷네자
비시마야 가제타(Nezavisimaya Gazeta)뺸에 게재한 기고문 ｢밀레니엄의 경
계에서 러시아｣182)를 통해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로서 애국주의, 강대국주의,
국가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애국주의는 ‘조국, 그것의 역사와 업적에
의한 긍지의 감정’으로서 ‘대다수 러시아 국민에게 원초적이고 완벽히 긍정적
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고, 강대국주의는 ‘러시아의 전체 역사에서 러시아 국민
의 멘털리티와 국가 정책을 규정’한 ‘지정학적, 경제적, 문화적 실존의 분리될
181) 위의 글, p. 35.
182) “Россия на рубеже тысячелети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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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특성’에서 나왔으며, 국가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깊은 역사적 전통
을 가지고 있는’ 미국 또는 영국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국가, 그 제도 및 조직이
항상 독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질서의 원천이자 보증자,
모든 변화의 지표이자 주된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2000년대의 시작을 앞두고 푸틴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과 고
유한 이익 및 가치를 강조했지만, 2000년대 초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서방과
의 협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곳 라이트(Magot Light)는 푸틴
1, 2기 정부 시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며, 도전은 이
득을 최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보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푸틴은 ‘기회주의적’ 이데올로그에 지나지 않았다고 단언한
다.183) 실제로 2002년 4월 18일 발표한 연방의회 교서184)에서 푸틴은 “러시
아 대외정책은 우리의 잠재력 및 국가이익에 따라, 향후에도 매우 실용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CIS 국가들과의 협력이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된 우선과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유럽과의 통합에 관한 우리의 계속
된 입장과 수많은 구체적 조치들도 명확하다. 우리는 EU와 단일경제공간 형성
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 우리는 새로운 안보체계의 건
설에 참여하고, 미국과의 항상적인 대화를 지지하며, NATO와의 관계의 질적
변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며 서방과의 관계도 강조했다. 안드레이 치간코프
(Andrei P. Tsygankov) 역시 푸틴 정부의 출범으로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서
방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이익을 규정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
에 따르면, 푸틴은 유라시아주의에서 출발했지만, 러시아를 서방의 일부라고
보는 친서방 자유주의를 포용했다.185) 푸틴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물론, 러시
아는 다채로운 나라 이상이지만, 우리는 서유럽 문화의 일부이다. 그리고 실제
183) Light(2015), p. 27.
184)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8 апреля 2002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2).
185) Tsygankov, op. cit.,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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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다. 우리 사람들이 극동 또는 남부, 어디에 살든, 우리
는 유럽인들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186)
이런 의미에서 푸틴 1기 정부의 대외정책은 다분히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
진’ 협조적 유라시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한 반테러리즘의 대두였다.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전략물자 수송에 편의를 제공했을 뿐
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미군기지 배치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1990년대부터 수행해온 체첸 전쟁을 반테러리즘 활동으로
정당화했다. 그 결과 2002년 5월 28일 NATO-러시아 이사회(NATO-Russia
Council) 창설로 NATO 확대가 잠정 중단되었으며, 러시아는 6월에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2006년 G8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었고, 6
월에는 미국,187) 11월에는 EU로부터 ‘시장경제 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받았다.188) 이는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정책에 협조한 일종
의 보상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다음과 같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했다.189)
첫째, 2001년 12월 미국은 1972년 체결된 ｢ABM 조약(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테러리스트들 또는 이른바 ‘깡패국가들(rogue-states)’의 미사
일 공격을 막는 MD 체계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약 탈퇴를 통보했고, 해당
조약이 폐기된 2002년 6월부터 MD 체계 구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
다. 둘째, NATO는 잠정 중단한 확대를 재개하여 2004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186) Колесников, Андрей Иванович, Наталия Геворкян, Наталья Тимакова(2000), p. 35.
187) “U.S. Decides to Recognize Russia as Market Economy”(2002. 6.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24).
188) 제성훈, 앞의 글, pp. 36~37.
189) 위의 글,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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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그리고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3국까지 회원국으로 받아들였
다. 셋째, 2003~04년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탈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이른바
‘색깔혁명’을 통해 NATO 가입과 EU 가입을 추진하는 친서방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 넷째,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중앙아시아 미군기지 철수문제, 코
소보 독립문제 등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미국이 탈냉전기에도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익을 위협하는 봉쇄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2000년대 초ㆍ중
반 고도성장으로 얻은 경제적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서방과의 협력에 대해 거리
를 두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한편으로 2001년 5월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2001년 6월 기존 상하이 5인방을 개편하여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
2003년 9월 출범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차원에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
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했다.
더 나아가, 2007년 2월 뮌헨 안보 콘퍼런스(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설190)에서 푸틴은 “오늘날 세계에서 단극 모델은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전혀 가능하지 않다. …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세계 문제에
단극세계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의 결과이다.”, “일방적이고, 빈번하게 정
당성이 없는 행동은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들은 새로운 인도
주의적 비극과 긴장의 불씨의 원천(generator)이 되었다.”,“만일 당신들이
MD가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무기도 당신들을
겨냥하지 않는다.”, “NATO 확장 프로세스는 동맹 자체를 현대화하거나 유럽
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상호 신뢰 수준을 낮추는 심각한 자극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일방주의 정책, 유럽 MD체
계 구축, NATO 확대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는 천년이 넘는
190) “Выступление и дискуссия на Мюнхен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без
опасности, 10 февраля 2007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160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거의 항상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특권을 누렸
다. 우리는 오늘 이 전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
했다. 푸틴의 뮌헨 안보 콘퍼런스 연설은 협조적 유라시아주의에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로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듯 보였다.
2008년 8월 8일부터 5일간 전개된 러시아-조지아 전쟁은 탈소비에트 지역
에서 서방의 영향력 확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
의에 입각한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조지아가 자신의 영토 내에 위치한 친러 미
승인국(unrecognized state) 남오세티야를 공격하자, 러시아군은 조지아군
을 격퇴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영토 깊숙이 진격했
다가 퇴각했다. 이후 8월 26일 러시아는 조지아 영토 내에 위치한 두 개의 친러
미승인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승인했다.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를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러시아
의 엘리트들은 서방의 시장경제 모델이 러시아 경제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세계경제에서 서방의 주도권 역시 영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푸틴 1, 2기 정부하에서 초기의 포용적 경향에서 점점 더 현실주의적 경향으
로 전환된 유라시아주의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Reset)’ 정책으로 인해 다시
협조적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2009년 2월 뮌헨 안보 콘퍼런스에서 바이든
(Joseph R. Biden) 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과 글로벌 안보 분야에서 협
력을 강조하자, 2010년 2월 승인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191)은 NATO 군사
인프라의 러시아 국경 접근을 ‘군사적 위협’보다 한 단계 낮은 ‘군사적 위험’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같은 해 4월 러시아와 미국은 전략공격무기를 감축 및 제한
하는 New START에 서명했으며, 이란 핵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놓고도
긴밀히 협조했다. 러시아와 조지아 간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지도 않았고, 친러
191)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 февраля 2010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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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갖고 있던 야누코비치의 우크라이나 대선 승리도 양국의 갈등을 야기하
지 않았으며,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도 사실상 보류되었다.192)
하지만 이러한 협력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반대에도 미국
은 유럽 MD 체계 구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미국은 루마니아
와 요격미사일 부대 배치를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으
며, 2012년 5월 시카고 NATO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MD 체계 구축 1단계 조
치 완료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가 기정사실화되자, 미국
은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
이 2011년 12월 러시아 총선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정부 시위대에 우
호적 입장을 취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
주러 미국 대사가 부임 직후 야권 인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러시
아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2년 12월 미국 의회는 ｢잭슨-베닉 무역
법 수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을 폐기하는 대신, 2009년 사망
한 변호사 마그니츠키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러시아 관리의 미국 입
국 및 금융 시스템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Sergey L.
Magnitsky)｣을 제정했다.193)
이에 맞서, 2012년 2월 20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푸틴은 뺷로씨이스카
야 가제타(Rossiyskaya Gazeta)뺸에 게재한 기고문 ｢강해지는 것: 러시아를
위한 국가안보｣194)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MD와 유럽 MD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ㆍ기술적 대응은 효과적이고 비대칭적이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MD 구
축 시도에 완전히 상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NATO의 정책에 대
응하기 위한 단일 항공ㆍ우주 방위 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이어서 2월 27일
192) 제성훈, 앞의 글, p. 39.
193) 위의 글, pp. 39~40; “H.R. 6156(112th): Russia and Moldova Jackson-Vanik Repeal and Sergei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 of 20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194)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ыть сильными: гаран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Росс
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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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모스콥스키예 노보스티(Moskovskiye Novosti)뺸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
와 변화하는 세계｣195)를 통해 NATO 확대와 유럽 MD 체계 구축 계획을 ‘블록
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억지력에 손상
을 입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러시아 의회는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 제정에 맞서 러시아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범죄에 관련된 미국 국민의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미국 국민의 러
시아 아동 입양 금지,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을 결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러시아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미국 국민 또는 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보상 없이 받거
나 러시아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NGO의 활동 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을 제정했다.196) 2009년 초부터 시
작된 짧은 화해의 기간이 끝나고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러시아와 미국의 갈
등이 심화되자, 러시아 대외정책의 사상적 논쟁에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
가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다. 2012년 이후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반: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의 신수정주의적 경향
2012년 5월 푸틴이 4년간의 총리직 수행을 마치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무렵 러시아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의 영향
력은 확고해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정책은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수정주의적’ 정책에 맞서 그것의 결과를 되돌리려는 이른바 ‘신수정주
의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크릭코비치(Andrej Krickovic)는 러
195)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2).
19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декабря 2012 г. N 272-ФЗ "О мерах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лиц, п
ричастных к нарушениям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х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прав и свобо
д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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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를 쇠락의 전망과 투쟁하면서 자신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반동적
수정주의자(reactionary revisionist)’로 규정한다. 여기서 ‘반동적’이라는 단
어는 경멸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status-quo
ante)’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의 단극 지배를 대신하
여 강대국들이 불가침의 주권을 누리고 그들의 전통적 영향권을 자유롭게 추구
하는 협조체제(Concert system)로의 복귀를 주장한다.197) 리처드 사크와
(Richard Sakwa)는 통상 수정주의 국가는 기존 세력균형에 도전하면서 국제체
제 자체의 기초를 위협하는 데 반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기존 프레임워크 내에
서 자신의 지위 제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수정주의(Neo-Revisionism)’ 국
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새로운 규칙 제정 또
는 국제체제의 대안 모델 제시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의 행위를 비판하
며 기존 규범의 보편적ㆍ일관적 적용을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신수정주의’는
자신이 전략적 궁지(stalemate)에 몰렸고 저항의 정치를 강요받았다는 탈냉전
기 러시아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닌 서방
이 ‘수정주의자’가 된다.198) 따라서 러시아 대외정책은 현실주의적 유라시아
주의에 기반을 두되, 단순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와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고유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소련 해체 이후 서방
의 정책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되돌리려는 ‘신수정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
내기 시작했다.
푸틴은 2012년 12월 12일 대통령직 복귀 후 처음으로 발표한 연방의회 교
서199)에서 “21세기 세계에서 새로운 경제적ㆍ문명적ㆍ군사적 힘의 배열을 배
197) “Andrej Krickovic Presented His Paper “Russia’s Reactionary Revisionism”,”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0. 22).
198) 자세한 내용은 Sakwa(2019) 참고.
19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12 декабря 2012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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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러시아는 주권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당당
히 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적ㆍ정신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민족
(nation)으로서 자신을 점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되고 러시아로
남아야만 한다. …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독특한 경험을 보존
해야만 한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다민족국가이자, 우리 모두에게 태
생적(native)이고, 이 다양한 세계에서 우리를 통합시키고 분해되지 않게 하는
러시아 민족(ethnic Russian people),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에 의해 묶여진
국가-문명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왔다”면서,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러시아의 독특한 국가정체성을 규정했다. 이어서 2013년 12월 12일 발표한
｢연방의회 교서｣200)에서는 “세계는 점점 더 갈등적이고 더 역동적으로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구적ㆍ지역적 안정의 핵심적 보증자 중 하나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등에서 자신의 가치 접근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국가로
서 러시아의 역사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 … 우리는 수천 년간 문명과 개별 민
족의 정신적ㆍ도덕적 기반을 구성한 전통적 가치의 옹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물론,
이것은 보수적 입장이다. 그러나 니콜라이 베르댜예프(Nikolai Berdyaev)에
따르면, 보수주의의 의미는 앞과 위로의 이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뒤와 아래
로, 혼돈의 어둠으로의 이동, 원시상태로의 회귀를 막는 것에 있다”라며, 자신
이 말하는 ‘보수주의’는 개별 국가의 전통과 민족 및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려
는 시도에 맞서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있고, 이것이 국제관계에서 러시아
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다른 나
라에 흡사 더 진보적인 발전 모델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퇴보, 야만, 대
량 유혈사태에 의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의 국가 전체에서 있었다. 그러한 극적인 상황이 시리아를 둘러싸고도 형성되
200)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12 декабря 2013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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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라며, ‘아랍의 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자신의 가치를 강제로 부과하려는 서방
의 ‘수정주의적’ 시도에 맞선 ‘신수정주의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푸틴은 2014년 3월 18일 ｢크림 공화국 병합에 대한 조약｣201) 서명 후 연설
에서 자신의 ‘신수정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202) 첫째, 푸틴은 크
림 공화국 병합의 역사적, 법적, 안보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소련 해
체 후에 러시아가 겪은 굴욕의 시기를 끝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믿기 어려운 것이 유감스럽게도 현실이 되었다. 소련은 해체되었다. 국민 중
소수만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의 극적 성격을 이해했을 만큼 사건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리고 다른 공화국
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나타난 독립국가연합(CIS)이 새로운 공동의
국가 형태가 되기를 희망했다. 실로 그들에게 공동통화도, 단일경제공간도, 공
동군(軍)도 약속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약속으로 남았고, 큰 국가는 없었다.
그리고 크림은 갑자기 이미 다른 국가에 있게 되었고, 그때 당시 이미 러시아는
심지어 그것을 그저 탈취당한 것이 아니라, 강탈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
미 여러 해가 지나가고, 오늘날 나는 크림 주민처럼 바로 얼마 전에야 1991년
당시 그들이 손에서 손으로 그저 감자 보따리처럼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
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기는 어렵다. … [러시아는] 머리를 숙이고 감정을 억
누르고, 모욕을 삼켰다. 우리나라는 당시 자신의 이익을 실제로 지킬 수 없었던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백한 역사적 불공정과 화해
할 수 없었다.”
둘째, 푸틴은 유고연방에 대한 폭격과 개입,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ㆍ리비아
201)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рым о принятии в Россий
скую Федерацию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и образовании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новых субъектов, 18 марта 2014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3).
202)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8 марта 2014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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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입, 색깔혁명 등을 사례로 들면서, 단극체제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일방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에는 마치 거울처럼 세
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났던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지구상에서 양극체제가 사라진 후 더 이상 안정은 없었다. 핵심적인 국제제도
는 강화되지 않고, 유감스럽게도 빈번하게 퇴화되고 있다. 미국을 수장으로 하
는 우리의 서방 파트너들은 자신의 실제 정책에서 국제법이 아니라 강자의 법
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과 예외성, 그들에게 세
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들만이 항상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믿
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주권국가에 대해 힘을 사용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적’이라는 원칙에 따른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침략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제기구로부
터 필요한 결의를 선택하고, 만일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얻지 못하면, UN 안보
리도, UN 전체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셋째, 푸틴은 서방이 유라시아 공간에서 통합을 방해하면서, NATO 확대,
MD 체계 구축, 경제제재 등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봉쇄정책을 계속 수행해왔
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탈냉전기에 서방에 의해 수정된 국제질서를 다시 수정
하려는 러시아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했다. “18세기에도, 19세기에도, 20세기
에도 수행된 러시아에 대한 악명 높은 봉쇄정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독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 이름
으로 부르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떠한 구석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의 서방 파트너들은 선을 넘었고,
무례하고, 무책임하며, 비전문적으로 행동했다. … 러시아는 이미 물러설 수 없
는 한계에 있었다. 스프링을 멈출 때까지 누르면, 그것은 언젠가는 힘을 가지면
서 펴진다. 항상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히스테리를 중단하고, ‘냉
전’의 수사를 포기하고, 러시아가 국제관계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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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것이 다른 나라처럼 고려하고 존중해야 할 국가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명
백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2.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가. 세계전략의 목표
1993년 4월 23일 옐친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기본
규정들｣203)을 대체하여, 2000년 6월 2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대외
정책개념(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
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승인했다. 이 문서는 메드베데프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5일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인 2013년 2월
12일 개정된 데 이어, 2016년 11월 30일 다시 개정되었다. 외무부가 작성하
여 대통령령에 의해 확정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
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204) 특히, 2016년 11
월 30일 개정된 ｢대외정책개념｣은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
2014년 3월 18일 단행된 크림 공화국 병합과 이로 인한 미국과 EU의 경제제
재 등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 세계전략의 목표 및
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문서라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05)은 3조에서 러시아 대외정책
의 기본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국가의 안전과 주권 및 영
토적 통합성 보장, 법치국가 및 민주적 제도 강화 ② 러시아 경제의 안정적 성
203) МГИМО, РАМИ, Ино-центр(2002), pp. 19-50.
204) 제성훈(2017), p. 90.
20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168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장 및 경쟁력 제고와 기술적 혁신, 국민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호
의적인 대외여건 조성 ③ 오늘날 세계의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로서 러시아
의 지위 공고화 ④ 세계경제체제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 러시아의 상품ㆍ서
비스ㆍ투자에 대한 차별 불용, 이를 위한 국제 및 지역 경제ㆍ금융기구의 잠재
력 활용 ⑤ 국제문제 해결에서 집단적 원칙, 국제법의 우위, UN의 중앙조정역
할 하에서 국가 간 동등한 파트너적 관계에 기초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제체
제 확립을 위한 국제평화의 강화, 포괄적 안전 및 안정 보장 과정의 추가적 진
전 ⑥ 인접국들과의 선린관계 형성, 그들의 영토에서 기존 긴장의 근원 및 분쟁
제거와 그러한 근원 및 분쟁 발생 방지 지원 ⑦ 다른 나라, 국가 간 조직, 국제기
구와의 호혜적이고 동등한 파트너십의 양자 및 다자 관계 발전, 비차별적 기초
에서 국제협력 확대, 네트워크 동맹 형성 지원, 이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
⑧ 다양한 국제적 포맷 등에서 러시아 국민 및 재외동포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옹호 ⑨ 세계의 인문 영역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화, 세계에
서 러시아어의 확산 및 지위 강화, 러시아의 문화ㆍ역사적 유산ㆍ민족들의 문화
적 독자성ㆍ교육 및 학문의 성과 대중화, 러시아 디아스포라 규합 ⑩ 글로벌 정보
영역에서 러시아의 대중매체 및 대중커뮤니케이션의 지위 강화와 광범위한 세계
여론에 국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 전달 ⑪ 다양한 문화 및 문명의 합의
및 상호번영을 위한 건설적 대화 및 파트너십 발전 지원 등이다.
이에 기초하여 오늘날 러시아 세계전략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이를 위
한 국제법의 우위 확립이다. 둘째,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정체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확고히 되는 것, 다시 말해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이다. 셋째, 국제관계의 기본
구조로서 기존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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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국제법의 우위 확립
러시아의 대외정책 관련 문서들은 거의 변함없이 자국의 대외정책이 국제법
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의 주된 목표가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의 옹호
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반면, 서방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국내문
제 개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영토적 통합성을 위협
한다는 국제법 위반에 집중되었다.206)
2012년 1월 16일 당시 메드베데프 정부의 총리였던 푸틴은 뺷이즈베스티야
(Izvestia)뺸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는 집중하고 있다–우리가 대응해야 할 도
전들｣207)에서 ‘무력적, 군사적 방법으로 ‘민주주의 수출’을 시도하는 국가들’
이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세력들’을 돕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심
지어 가장 선의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국제법 및 국가주권의 무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초기 목표는 통상 달성되지 못하고, 비용이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예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2월 27일 뺷모스콥스키 노보스티뺸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와 변화하
는 세계｣208)에서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군사 분쟁의 연속은
수세기동안 확립된 국가주권의 원칙을 침식한다. 국제관계에서 또 하나의 진공
(vacuum)인 도덕-법적 진공이 형성되고 있다. 인권이 국가주권에 우선한다고
빈번하게 말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에 대한 범죄는 국제 법정에 의해 처벌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사용하면서 국가주권이 쉽게 위반될 때, 인권
이 외부로부터 선택적 기초에서 보호될 때, 즉 보호의 과정에서 사람들 다수의
기본적이고 신성한 생존권을 포함한 그러한 권리가 짓밟힐 때, 그것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민중선동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UN 및 UN 안보리
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NATO의 ‘인도주의적’ 작전과 ‘미사일-폭격 민주주의’
206) Light, op. cit., p. 15.
207) “Россия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ся — 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0. 20).
208)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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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비판했다. 특히, 리비아 개입과 카다피 제거, 그리고 시리아에 이른바
‘리비아 시나리오’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국가주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09)은
4조에서 대외정책의 기본목표를 적시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의 유지ㆍ강화’, 3항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에 기초한 공
정하고 민주적인 국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국제평화, 포괄적 안전 및 안정의 전
면적 강화 과정의 적극적 진전’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10) 역시 3조에서 대외정책의 기본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1
항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 3항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에 기초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제체제 확립을 위한 국제평화의 강화, 포
괄적 안전 및 안정 보장 과정의 추가적 진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3장의
두 번째 절에 해당하는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에서는 “러시아는 일관되게
국제관계의 법적 기초 강화를 지지하고, 국제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
다”면서, ‘국제법의 널리 인정된 원칙들에 수정을 가하려는 개별 국가 또는 국
가 그룹의 시도’, ‘개별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이익을 위해 실현되는, 무력 또
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불사용, 국제적 논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의 주권 및 영
토적 통합성의 존중, 민족자결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규범 및 원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 시도’, ‘테러 및 극단주의 조직을 포함한 비국가적 주체의 지
원 등을 통한 권력의 위헌적 교체를 위한 국내문제 개입 시도’ 등에 대항할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or R2P)’ 개념의 실현을 구실로 주권 평등의 원칙 등 국제법의 규범
을 위반하는 군사적 간섭 및 기타 일방적 개입의 불용을 강조하고 있다.

209)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1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제4장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 171

러시아가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국제법의 우위 확립을 강조하는 이
유는 첫째, 1990년대 말 유고연방, 2000년대 이라크, 2010년대 리비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호책임’을 명분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을 약
화시키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시도가 정당화되면, 그것이 시리아를 비롯한
다른 중동 국가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 자신을 향해서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자신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냉전기에 확립된 국제법과
그것에 기반을 둔 UN 등 다양한 국제레짐의 작동이 당시보다 약화된 오늘날의
러시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기존 국제법적 규범 및 원칙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며, 이른바 얄타체제의 유산을 유지ㆍ강화하
고자 한다.
2)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
1999년 12월 30일 당시 옐친 정부의 총리였던 푸틴은 뺷네자비시마야 가제
타뺸에 게재한 기고문 ｢밀레니엄의 경계에서 러시아｣211)를 통해 “러시아는 강
대국이었고, 앞으로도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지정학적ㆍ경
제적ㆍ문화적 실존의 분리될 수 없는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들은 러시아
의 전체 역사에 걸쳐서 러시아인의 멘털리티와 국가 정책을 규정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이 멘털리티는 새로운 내용
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강대국의 국력은 군사력보다는 오히려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국민의 높은 복지수준 보장, 국제무대에서 확실한 안
전 보장 및 국가이익의 고수 능력에서 나타난다”고 단언하면서, 러시아의 강대
국 지위 회복을 역사의 합법칙적 요구로 간주했다. 이어서 푸틴은 자신의 첫 번
째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후인 2000년 2월 25일 뺷이즈베스티야뺸, 뺷코메르산
트(Kommersant)뺸, 뺷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Komsomolskaya Pravda)뺸에
동시에 게재한 기고문 ｢유권자들에 대한 ‘공개서한’｣212)에서도 러시아의 강대
211) “Россия на рубеже тысячелети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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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위 회복을 호소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그것을 국가적 비전으로 공식화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대국 지위 회복에 대한 러시아의 열망은 푸틴이 처음 대통령으로서 임기
를 시작한 2000년 5월 이후 발표된 러시아의 대외정책 관련 문서들에서 변함
없이 강조되었다. 2000년 6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13)은 ‘오늘날 세
계의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이자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이익에 최대한 부
합하며, 그것의 정치적ㆍ경제적ㆍ지적ㆍ정신적 잠재력의 성장에 필수적인 세
계공동체에서 확고하고 권위 있는 지위 보장’을 대외정책의 기본목표 중 하나
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08년 7월 15일 메드베데프 정부하에서 승
인된 ｢대외정책개념｣214)은 ‘오늘날 세계의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이자 러
시아연방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며, 그것의 정치적ㆍ경제적ㆍ지적ㆍ정신적
잠재력의 성장에 필수적인 세계공동체에서 확고하고 권위 있는 지위 보장’을
대외정책의 기본목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 문서의 해당 내용과 동
일하지만 특별히 ‘강대국’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대 초ㆍ중반을 거치면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가 명백히 회복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215) 다른 한편으로 ‘강대국’이라는 용어가 갖
는 팽창주의적인 의미로 인해 불필요하게 다른 국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이해된다. 실제로 푸틴은 2013년 12월 12일 발표한 ｢연방의회 교서
｣216)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또는
지역 패권의 요구로 이해되는 어떠한 초강대국의 호칭도 요구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후견을 강요하지 않
212) “«Открытое письмо» избирателя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1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14)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июля 2008 г.,”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4).
215) Light, op. cit., p. 15.
216)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12 декабря 2013 г.,”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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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느 누구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 시도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국제법을 옹호하고, 국가주권, 독립성, 민족들의 고유성에 대한 존중을 얻으면
서, 리더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013년 2월 12일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대
외정책개념｣217)은 4조 1항에서 ‘오늘날 세계의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중심
중 하나로서 러시아연방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세계공동체에서 확고하고
권위 있는 지위 보장’을 대외정책의 기본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존재하던 ‘정치적ㆍ경제적ㆍ지적ㆍ정신적 잠재력의 성장에 필
수적인’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경쟁력 있는’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2012년 5월 출범한 푸틴 3기 정부는 이미 강대국 지위를 회복한 러시아에 필
수적인 것은 이전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 성장을 보장할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부상하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러한 분석을 증명하듯, 2016
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18)은 이전과 달리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국가의 안전과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의 유지ㆍ강화에
관한 내용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항(3조 3항)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도 ‘오
늘날 세계의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로서 러시아의 지위 공고화’로 매우 간결
해졌다. 이는 2000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16년이 지나면서 러시아
세계전략의 목표가 이제 ‘강대국 지위의 회복’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의 구축
소련 해체의 결과로 탈냉전기에 나타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극복과 일방
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는 1999년 NATO의 유고연방 공습이 미친 충격이 여전
217)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18)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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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크게 남아 있던 200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 세계전략의 확고한 목
표로 자리 잡았다. 2000년 6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19)은 ‘국제관계
의 전환, 대결의 중단 및 ‘냉전’ 결과의 끊임없는 극복, 러시아 개혁의 진전이
세계무대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관계
에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대한 새로운 도전 및 위협으로서 ‘미국의 경제적ㆍ군사적 지배하에
서 단극구조 형성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행동 전략이 국제정세
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긴장 및 군비경쟁을 야기하며, 국가 간 갈등 및 민족적ㆍ
종교적 반목을 심화시킬 수 있고,” 현행 국제법적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무력적
방법의 사용이 분쟁의 근원에 존재하는 갈등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질서
의 근간을 침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오늘날 세계의 다면성
을 실제로 반영하는 국제관계의 다극체제 형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2007년 2월 10일 푸틴 대통령은 뮌헨 안보 콘퍼런스 연설220)을 통해 “오늘
날 세계에서 단극 모델은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가능하지 않다. …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세계의 문제에 단극세계의 개념을 도입하
려는 시도의 결과이다. … 일방적이고, 빈번하게 정당성이 없는 행동은 단 하나
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들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비극과 긴장의 불씨
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단극체제와 일방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
다. 이어서 2008년 7월 15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21) 역시 ‘국제관계의 근
본적 전환,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중단, ‘냉전’의 유산과 그것에 관련된 편견 및
고정관념의 끊임없는 극복, 러시아와 그것의 국제적 지위 강화가 세계무대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대‘했다며 협력 확대를 여전히 낙관하지만, 현
219)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20) “Выступление и дискуссия на Мюнхен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без
опасности, 10 февраля 2007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21)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июля 2008 г.,”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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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전통적인 대규모 군사ㆍ정치 동맹’이 초국적 성격을 갖는 오늘날의
도전 및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블록적
접근’을 대체하여 ‘다자구조에 대한 유연한 참여 형태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외
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일방적 행동 전략이 국제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긴장 및 군비경쟁을 야기하며,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족적ㆍ종교적 반목을 촉발시키며, 다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조성하고, 문
명 간 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UN 헌장 및 안보리를
우회하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적 조치의 사용’이 분쟁의 근원에 존재하
는 갈등을 제거하지 못하고 국제법의 근간을 침식하며 러시아 국경 인근 등에
서 분쟁공간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세계 문제에서
다자적 원칙의 강화, 그러한 국제관계의 아키텍처 형성’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처럼 2000년대 초ㆍ중반까지 러시아는 대체로 국제관계에서
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와 일방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다극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호소했다.
2012년 1월 16일 당시 총리였던 푸틴은 뺷이즈베스티야뺸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는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대응해야할 도전들｣222)을 통해 “‘단극성’ 현
상을 포함하여, 소련 붕괴 이후 20년 동안 성립되었던 체제의 종언이 명백해졌
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의 세계를 “이전의 단일한 ‘힘의 극’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이 없지만, 새로운 영향력의 중심들은 아직 이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탈냉전 20년이 지나면서 세
계질서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이행기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2013년 2월 12일 푸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후 승인된 ｢대외
정책개념｣223)에도 반영되었다. 5조에서 “지정학적 지형에서 심도 깊은 변화는

222) “Россия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ся — 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0. 20).
22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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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발전의 현 단계의 주된 상징적 특징이며, 글로벌 금융ㆍ경제 위기는 그
것의 강력한 촉진자이다. 국제관계는 이행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의 본질
은 다중심적 국제체제의 형성에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으
며, 지구적ㆍ지역적 수준에서 경제적ㆍ정치적 발전의 난기류 고조를 수반하고
있다. 국제관계는 계속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것의 발전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
렵게 되고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극체제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경제위기, 군사적 분쟁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국제관계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
다. 또한, 6조에서는 “세계 경제ㆍ정치에서 역사적 서방의 지배 가능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세계적 힘과 발전의 잠재력 분산, 동방, 우선적으로 아태지역으
로 그것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통상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서방 국
가들의 열망을 배경으로 세계 정치ㆍ경제 무대에 새로운 행위자들의 진출은 글
로벌 경쟁의 심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불안정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7조에서 군사력 균형 변화와 함께, 공격
잠재력의 강화 및 현대화, 신무기 개발 및 배치에 대한 열망 등에 의한 글로벌
안보구조 침식, 11조에서 서방 주요국의 구조적 문제 및 장기화되고 있는 불경
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요소 축적 등을 지적하고 있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24)은 4조에서 “오늘날 세계는
심도 깊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그것의 본질은 다중심적 국제체제의 형
성에 있다. 국제관계의 구조는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 지구화 과정의 결과로 새
로운 경제적ㆍ정치적 영향력의 중심들이 형성되고 있다. 세계적 힘과 발전 잠
재력 분산, 그리고 그것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 경제ㆍ정치에서
역사적인 서방의 지배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 세계에서 문화 및 문명의 다양
성, 국가 발전 모델의 다양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전보다 더 확
22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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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가지고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서방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아태지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또한, 5조에서는 “전 세계적 과정에 자신의 관점 강요, 대안적 힘
의 중심들을 억제하는 정책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서방 국
가들의 열망은 국제관계에서 불안정을 증대하고, 지구적ㆍ지역적 수준에서 난
기류를 강화하고 있다. 미래 국제체제의 핵심적 조직원리 형성을 지배하기 위
한 투쟁이 세계 발전에서 현 단계의 주된 경향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세계질서의 합법칙적 변화를 저지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정책이 국제관계를 불
안정하게 만들고 지구적ㆍ지역적 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사크와(Richard Sakwa)는 1990년대 중반에 제기되어
2000년대부터 러시아의 공식문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다극성’ 또는 ‘다극체
제’ 개념의 모호성을 비판한다. 그는 “다극구조란 러시아와 같은 비패권국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가? 혹은 국가들 사이의 세
력균형을 통해 이미 누리고 있는 성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25) 그
러나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엘리트들의 인식에서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단극체
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이행기에 있다. 다시 말해, ‘단극체제’는 이미 그
힘을 다했지만, ‘다극체제’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다극체제’
는 러시아 세계전략의 목표이자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세계전략의 과제
1) 지구적 차원의 과제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26)은 3장에서 글로벌 차원의 우
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구조 형성
225) 리처드 사크와(2019), p. 3.
22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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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해, 24조에서 21세기의 국제관계 규제 및 세계정치 조정의 중심
으로서 UN의 역할 강화에 관한 노력을 지지하면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결
과 등에 관련된 UN 헌장의 핵심규정 및 원칙의 불가침성 보장, UN 안보리 활
동의 효율성 제고 및 5개 상임이사국의 지위 유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5조에서는 UN의 중앙조정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집단적 리더
십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목적에서 G20, BRICS, SCO, RIC
등 차원에서 파트너들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확보이다. 26조에서 러시아는 국제관계의 법
적 기반 강화를 옹호하면서, 국제법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하
면서, 동시에 국제적 준법성 유지 및 강화가 국제무대에서 러시아 활동의 우선
방향 중 하나라고 적시하고 있다.
셋째, 국제안보 강화이다. 이를 위해, 27조에서 군비통제 의무의 엄격한 준
수, 2010년 4월 8일 체결된 New START 이행, 핵무기 및 다른 형태의 대량살
상무기와 그것의 운반수단 비확산 레짐의 정치적ㆍ법적 기반 공고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 참여, 우주공간에서 군비경쟁 방지, 핵 잠재력의 단계적
추가 감축 논의, 미사일 분야에서 잠재적 도전 및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체계
형성과 MD 강화에 관한 일방적 행동 반대 등을 국제안보 및 안정 강화와 관련
된 원칙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어서 28~38조에 걸쳐 정보공간에서 안보, 경량
및 소화기(小火器) 불법유통 대응, 유럽 재래식 무기통제 레짐의 현실정합성 제
고, UN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자위(self-defense)를 위한 무력 사용의 법적
기반으로서 UN 헌장 51조 준수, 국제테러리즘과의 투쟁, 지역 분쟁의 정치ㆍ
외교적 해결 지원,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UN 산하에 자연재해 및 대
규모 인재(人災) 발생 시 상호협력을 위한 효율적 조직 건설, 이주 프로세스 조
정 및 노동이주 권리 보장 관련 국제협력 참여, 문화간ㆍ종교간ㆍ문명간 대화
발전 및 파트너십 형성 촉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국제경제 및 환경협력 강화이다. 39조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보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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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사회ㆍ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안정 보장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무역ㆍ경제 및 통화ㆍ금융체제 형성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40조에서는 세계
경제체제에 동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제로서 대규모 국제포
럼 차원에서 집단적 입장 도출 시 러시아의 이익 및 접근 고려, WTO가 기반인
다자 무역체제의 효율적 작동과 러시아의 우선과제에 관련된 지역경제통합 발
전 지원, 세계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를 위한 호의적 조건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전통적 시장 발전에서 러시아 기업 지원과 러시아 투자자 및 수출
자 차별 대응, 국가이익 옹호 및 외국의 비우호적 경제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
을 위한 무역정책 분야에서 필수적 조치 시행, 투자 유치 및 외국의 선진 과학
기술 지식ㆍ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및 경제 다각화와 경제구조에서 과학
기반 및 혁신 부문의 비중 제고 노력, 주요 에너지 자원 생산국과의 협력 강화
와 소비국 및 경유국과의 대화 발전, 유럽과 아태지역 간 무역ㆍ경제관계 발전
을 위해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는 물동량 증대 조치 시행, 유라시아 통
합 프로세스 강화를 촉진하는 기구 및 조직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국가경제 발
전을 위한 지역경제ㆍ금융기구의 잠재력 이용 등이 열거되고 있다. 이어서
41~43조에 걸쳐 환경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다자 및 양
자 수준의 국제개발원조, 보건 분야에서 국제협력, 해양 항행 안보, 책임 있는
어업 발전 및 과학ㆍ연구 활동 수행, 국제법에 부합하는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인문 협력 및 인권 보장, 대외정책활동의 정
보적 지원 등도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에 포함되고 있다.
2)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의 심화 및 확대
러시아에서 흔히 ‘가까운 이웃(near abroad)’으로 불리는 탈소비에트 지역
은 러시아가 자신의 세계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이익
지대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우선성은 대외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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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드러나는데, 특히 그동안 승인된 ｢대외정책개념｣은 모두 지역적 우선
과제를 명시하는 장에서 탈소비에트 지역에 관련된 과제를 가장 먼저 언급해왔
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27) 역시 지역적 우선과제를 명
시하는 4장의 첫머리인 49~60조에서 해당 지역에 관련된 과제를 적시하고 있
다. 49조에서 ‘CIS 참여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 발전과 러시아의 참여하에
CIS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통합조직의 추가적 강화’를 대외정책의 우선방향으
로 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50조에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가, 51조에서 유라
시아 경제연합, 52조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53~55조에서 CIS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56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정치ㆍ경제ㆍ문화ㆍ종
교적 관계 발전과 우크라이나 ‘국내분쟁’ 해결, 57조에서 미승인국인 압하지야
와 남오세티야에 대한 지원, 58조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문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 탈소비에트 지역 분쟁의 정치ㆍ외교적 해결, 59조
에서 조지아와의 관계 정상화, 60조에서는 흑해 및 카스피해 지역협력을 언급
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현 단
계에서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소련 해체 직후부터 러시아 주도로 독
립국가연합(CIS),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가(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등 지
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기구가 설립되었으나, 2000년대 말까지 실질적인 지역
통합의 성과는 사실상 부재했다. 그 원인으로 탈소비에트 국가들 간 갈등과 분
쟁(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러시아와 조지아), 일부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모호
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은 빈번하게 지역통합에
대한 지지를 언급했지만, 필요한 법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22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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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극적이었다.228) 이 때문에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은 점점 적극적인 노력 없
이 그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러시아의 외교적 수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드베데프 정부 시기인 2010년 7월 러시아ㆍ벨
라루스ㆍ카자흐스탄 관세동맹(Customs Union) 출범, 2011년 10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몰도바, 아르메니
아 8개국의 CIS 자유무역지대조약 서명과 우즈베키스탄의 별도 의정서 서명,
2012년 1월 러시아ㆍ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 출범과 이를 관리하는 상설기관으로서 2012년 2월 유라시아 경제위
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설립 등을 통해 러시아는 경제통합
을 중심으로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2011년 10월 당시 총리였던 푸틴은 이듬해 1월 1일로 예정된 러
시아ㆍ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 단일경제공간 출범을 앞두고 뺷이즈베스티야뺸에
게재한 기고문 ｢유라시아를 위한 새로운 통합 프로젝트–오늘 태어나고 있는 미
래｣229)를 통해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의 새로운 비전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건설을 제안했다. 푸틴은 관세동맹과 단일경제
공간의 기반 위에서 키르기스와 타지키스탄을 시작으로 참여국의 범위를 점진
적으로 확대하여, 경제 및 통화 정책의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더 높은 수준
의 경제통합체로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라시
아 경제연합을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의 극이 될 수 있고, 유럽과 역동적인 아
태지역 간 효과적인 ‘연결 끈’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초국적 조직의 모델’로
규정했다. 2012년 5월 7일 푸틴은 대통령 취임식 직후 서명한 이른바 ｢5월 명
령(May decrees)｣ 중 하나인 대통령령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노선 실현에 관
한 조치에 대하여｣230)를 통해 ‘다른 국가, 우선적으로 CIS 회원국의 참여를 위
228) Light, op. cit., p. 17.
229)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4).
230) “Подписан Указ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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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의 개방성에 기반을 두고 러시아ㆍ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차원에서 유라시아 통합의 심화와 2015년 1월 1일까지 유라시
아 경제연합의 건설을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2015년 1월 1일 러시
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참여로 회원국 영토에서 상품ㆍ서비스ㆍ자본ㆍ노
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에너지ㆍ산업ㆍ농업ㆍ교통 분야 등에서 회
원국 간 조정된 정책이 실현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출범했다. 이어서 1월 2
일 아르메니아, 8월 12일 키르기스가 가입절차를 완료하면서 회원국도 5개로
늘어났다.
현재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을 심화
및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출범 전인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31)은 44조에서 “러시아는 CIS 공간에서 호혜적 경제
관계를 최대한 가동시킬 뿐만 아니라, CIS 국가들의 미래를 규정하는 다른 국
가에 개방된 조직의 모델이 될 것을 요청받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형성을 우
선과제로 간주한다. 보편적 통합원칙 위에 건설되고 있는 새로운 연합은 유럽
과 아태지역 간 효율적인 연결고리가 될 것을 요청받았다”라고 언급했으며,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32)은 51조에서 “러시아는 EAEU
회원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 전면적 기술혁신, 협동, 경쟁력 제고와 그 국민의
생활수준 제고를 위해 EAEU 차원에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
르기스와 통합의 심화 및 확대를 핵심과제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실제
로 EAEU는 2025년까지 에너지 및 금융시장 통합을 목표로 설정하고, 출범 직
후부터 회원국 확대,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다. 2015년 5월 8일 러중 정상회담 결과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실크로드 경제
벨트의 연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5월 29일에는 유라시아
(검색일: 2019. 11. 24).
231)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2019. 10. 24).
23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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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합과 베트남 간 FTA가 체결되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16년 6월
20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EAEU가 중심이 되고 이미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은 물론, 다른 CIS 회원국과 관심 있는
국가 및 기구들이 참여하는 거대 ‘유라시아 파트너십’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14일에는 몰도바의 옵서버 지위가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유
라시아 고위경제회의(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에 의해 승인
되었고,233) 2018년 5월 17일 이란과의 임시 FTA, 중국과의 무역ㆍ경제협력
협정, 5월 31일 쿠바와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며, 2019년 10월 25
일에는 세르비아와 FTA가 체결되었다.
2010년대부터 러시아가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첫째, EU 및 NATO가 단계적 확대를 거듭하여 마침내 벨라루스, 우
크라이나, 몰도바 국경까지 도달하면서 과거 소련 구성공화국의 가입이 초읽기
에 들어갔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주도
국으로 부상하면서 인접지역,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쪽과 동쪽에서 가해지는 압박으로 인
해 러시아는 자신의 핵심적 이익지대인 탈소비에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
하면서 지정ㆍ지경학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강대국
지위를 공고화하면서 다극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러시아는 새로운 통
합 메커니즘을 통해 독자적인 경제 블록 형성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
가 이는 향후 정치 블록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였다.
그런데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크라
이나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부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EU와의 제휴협정 체결 중단과 관세동맹 참
여를 요구했고, 마이단 시위로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
서방적인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2014년 3월 친러 지역인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233) “Молдавия получит статус страны-наблюдателя в ЕАЭ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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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에서 동부 지역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도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이
해해야 한다.
3)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유럽 국가들 및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NATO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가
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EU(28개국)는 그것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할
때 러시아의 최대 교역대상국(2018년 기준 수출의 45.5%, 수입의 37.1% 차
지)이며,234) 독일은 개별 국가로서 중국에 이어 2위 교역대상국이다. 또한, 러
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2016년 기준
프랑스 4위, 스위스 5위, 오스트리아 6위, 2017년 기준 3위 룩셈부르크, 5위
영국, 6위 스위스)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신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ㆍ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외정책 및 군사ㆍ정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
럽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NATO 확대와 유럽 MD 체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 지역까지 EU 확대를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
역통합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미
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복잡하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러시아의 고민은 2016년 11월 30일 승
인된 ｢대외정책개념｣235)에서도 잘 드러난다. 61조에서 “NATO와 EU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지정학적 확장에서 나타난 유럽ㆍ대서양 지역에서 4반세기 동
234) WTO(2019), p. 298.
23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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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축적된 체계적 문제들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관계에서 심각한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치적ㆍ경제적ㆍ정보적 차원의 압력 행사가 지역적ㆍ지구적 안정을 침
식하고 있고,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손실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62조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럽ㆍ대서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책은 안보의 불가
분성, 동등한 협력, 상호신뢰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와 안보 및 안정의 공동 공
간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라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ㆍ정치협력에 대한 기
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EU와의 협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는 우선적으로 경제협력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36) 63조에서는 “러시아에 EU는 중요한 무역ㆍ경제 및 대외
정책 파트너이다. 러시아는 동등성 및 이익의 상호존중 원칙 위에서 EU 국가들
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협력 설정에 관심이 있다. EU와 추
가적인 관계 발전은 조약ㆍ법적 기초뿐만 아니라, 상호이익 보장과 에너지 분
야를 포함하여 파트너 관계의 적합한 설정을 위한 협력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U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과제는 유럽 통합과 유라시아 통
합 과정의 조화와 수렴에 기초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공동 경제 및 인문 공간
형성인데, 그것은 유럽 대륙에서 분할선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
면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대외적 위협은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국가들
이 지지하고 있는 NATO 확대와 MD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1
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37)은 70조에서 ‘NATO 확대, 러시아 국경으
로 동맹의 군사 인프라 근접,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지역에서 그것의 군사적 활
동 강화’를 비판하면서, 73조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MD 체계 구축을
236) Ibid.
2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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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남겨
두고 있다”라고 경고한다. 2015년 12월 31일 승인된 ｢국가안보전략｣ 역시 15
조에서 “NATO의 무력 잠재력 강화와 국제법 규범의 위반으로 실현되고 있는
NATO의 지구적 역할 부여, 블록 국가들의 군사적 활동 활성화, 동맹의 추가
확대, 러시아 국경으로 NATO의 군사 인프라 근접이 국가안보의 위협을 조성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럽, 아태지역, 중동에서 미국의 MD 체계 구성요
소의 배치 하에서 지구적ㆍ지역적 안정 유지의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이와 함께, 106조에서는 “NATO의 군사적 활동 강화와
러시아 국경으로 NATO의 군사 인프라 근접, MD 체계 구축, 국제법 규범의
위반으로 실현되고 있는 블록에 지구적 역할 부여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용
이 NATO와의 관계에서 결정요인으로 남아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들이
NATO와의 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지는
107조에서 “러시아는 유럽ㆍ대서양 지역에서 포괄적 안보 강화를 위해 동등성
에 기초한 NATO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
만, “그러한 관계의 깊이와 내용은 NATO가 군사ㆍ정치적 계획 실현 시 러시
아의 합법적 이익을 고려하고 국제법 규범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의
해 규정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238)
오늘날 ‘신냉전(New Cold War)’은 2013년 말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
후 악화된 러미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러미 갈등
이 비록 이념적 대립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냉전기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부재한 가운데 지구적ㆍ지역적 차원에서 수렴될 수 없는 지정학
적 구상의 대립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239) 2018년 4월 16
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238)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39) 제성훈(2019),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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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냉전기에는 소통 채널이 있었다. 그리
고 제재를 통한 제노사이드(genocide)처럼 보이는 러시아 혐오(Russophobia)
에 대한 집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240) 또한, 2018년 6월 7일 푸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제3차 세계대전을 어떤 무
기로 치를지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돌과 막대기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은 현재 문명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언급
하면서 러미 갈등의 파국을 경고했다.241) ‘우크라이나 위기’로 표면화된 양국 갈
등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탈냉전기에 반복되어온 화해
와 갈등의 사이클을 벗어나 이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2017년
7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 대응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제정, 2018년 5월 ｢미국 및 다른 외국
의 비우호적 행동 대응조치에 대한’ 연방법｣ 제정 등 ‘제재의 법제화’를 넘어, 유
럽 MD 체계 구축 본격화, 러시아의 첨단무기 개발 및 배치 등 ‘무력 충돌이 부재
한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인한 2019년 8월
INF 조약의 효력 상실에 이어 냉전기부터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합
의로 형성된 국제안보레짐 역시 연쇄적인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갈등의 장기화에도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이는 무엇
보다도 과도한 군비경쟁이 1980년대에 그랬듯이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
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자신에게 ‘공정하
지 않게’ 전개된 탈냉전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세계질서에
순응하고 싶지 않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42)은 미국과
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72조에서는 지
240) “Отношения с Западом хуже, чем во времен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заявил Лавро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241) “Прямая линия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7 июня 2018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
24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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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과 국제안보 상황에 대한 양국의 특별한 책임, 그리고
양국간 무역ㆍ투자, 과학ㆍ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의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미국
과의 호혜적 관계 설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지만, 동시에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나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ㆍ정치적ㆍ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를 용인
하지 않을 것이며, 국방 강화와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 조치를 채택하여 비우호
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73조에서도
“러시아는 전략적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간 불가분한 상호관계, 핵무기 감축 과
정에 다자적 성격 부여 당위성의 의무적 고려하에서 군비통제 분야에서 미국과
의 건설적 협력을 지지한다. 러시아는 지구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미
치는 예외 없는 모든 요인들의 고려 시에만 전략적 공격무기의 추가 감축에 대
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MD 체계
구축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채택할 권리
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74조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UN 헌장에 명시된 국제법 규범을 엄격히 준
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우선적으
로 군비통제에서 양국간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미국에 대해 국제법 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지
만, 여전히 과거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제문제를 관리하고 국제안보레짐
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과 국제안보에서 러미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은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4) 극동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러시아는 2000년대 초부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자신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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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정책개념｣을 포함한 러시아의 여
러 공식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태평양 연
안과 도서를 모두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 아니라, 동북아, 동남아, 호주, 뉴
질랜드 등에 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에 한정된다. 또한,
｢대외정책개념｣의 지역적 우선과제를 다루는 장에서 아태지역과 관련하여 언
급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동북아 국가들이며, 다른 국가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아태지역’은 주로 동북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43) 이
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중국 및 일본과 관련된 러시아 세계전략의 과제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2000년 6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44)은 “아시아는 러시아의 대외정
책에서 중요하고 점점 더 증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역동적으
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속해 있고, 시베리아 및 극동의
경제적 부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적시하면서 아시아 전체에 대한 관
심을 드러내고 있다. 2008년 7월 15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45)에서는 “러
시아의 다중벡터(multi-vector)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아태지역은 중요하고
점점 증가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의 지역에 속해 있고, 시베리아 및 극동의 경제적 부상 프로그램들의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에 관심이 있으며,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안전보장, 문명
간 대화 설정 영역에서 지역협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면
서 협력의 대상지역을 ‘아태지역’으로 특정하고 협력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자국의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
에 아태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아태지역의 의미는 더욱 강조
243) 제성훈, 강부균(2013), p. 78.
244)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4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июля 2008 г.,”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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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2012년 5월 7일 서명한 대통령령 ｢러시아연방 대외정
책노선 실현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246)는 첫째,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방의 가
속적 사회ㆍ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통합과정 참여 강화, 둘째, 아태지역에
서 집단적 비블록적 원칙, 국제법 규범, 동등하고 분리될 수 없는 안보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형성 이니셔티브 제시, 셋째, 동아시아 정
상회의 및 러시아-ASEAN 대화 파트너십의 어젠다 포함을 위한 추가적 제안
작성, 넷째, 중국과의 동등한 신뢰적 파트너십 및 전략적 상호협력, 인도 및 베
트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일본ㆍ한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기타 아태지역
의 핵심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 발전을 아태지역과 관련한 대외정책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아태지역과의 관계 강화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
보다도 2012년 5월 푸틴 3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러시아의 극동 개발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존에는 안보적 우려로 인해
극동 경제와 자국의 다른 지역(특히, 유럽 지역) 경제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
다면, 이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지향형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극동과 동북아 국가들 간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데 집
중하게 되었다. 둘째, 연방정부 부처로서 극동개발부(현재 극동ㆍ북극개발부)
의 설치와 권한 확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그리고 극동 개발펀드(현재 극동ㆍ북극 개발 펀드), 극동 투자유치ㆍ수출지원
청(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 극동 인적자본개발청
(Agency for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the Far East), 극동 개발공
사(Far East Development Company), 동부 국가계획센터(Eastern State
Planning Center) 설립 등을 통해 극동 개발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정비하
고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극동 헥타르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246) “Подписан Указ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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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47)은 75조에서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는 증가하는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 경제 및
정치의 무게중심이 계속 이동하고 있는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정학적 공
간에 러시아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적
극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경제적 부상 프로그램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 그리고 아태지역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바로 이어서 76조에서
는 “중대한 분쟁의 잠재력이 유지되고 있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군사ㆍ정치적 상황의 전반
적 호전은 러시아에 근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법 기본원칙의
엄격한 준수하에서 유관국들에 의한 모든 기존 이견의 정치ㆍ외교적 수단에 의
한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덧붙이면서 이전에 발표된 ｢대외정책개념｣과
달리 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2016년 승인된 ｢대외정
책개념｣248)은 78조에서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지위 강화와 역내 국
가들과의 관계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외정책지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 이는 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정학적 지역에 러시아가 속해 있기 때문이
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프로그램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 그리고 역내에서 집
단적 원칙 위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
처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월 12일 승
인된 ｢대외정책개념｣과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나,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지위
강화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외정책지향으로

247)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48)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192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는 중국이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49)은 84조에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포괄적
이고 동등하며, 신뢰적인 파트너십 및 전략적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
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세계정치의 핵심문제 해결
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 접근의 일치는 러시아에 지역적, 지구적 안정의 기본적
인 구성부분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도전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민감한 지역적ㆍ지구적 문제 해결, 국제기구 및 다자조직
에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과의 대외정책적 상호협력을 발전
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에 지역적 차
원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00년대 초부터 러시아 대외정책의 가장 중
요한 과제였다. 2000년 6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50)은 “아시아에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 중 하나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들, 우선
적으로 중국 및 인도와의 우호관계 발전이다. 세계정치의 핵심문제에 대한 러
시아와 중국의 근본적 접근의 일치는 지역적, 지구적 안정성의 기본 지주 중 하
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에
서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은 탈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대외정책의 가장 위대한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양국의 국경문제
는 이미 2000년대에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동안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었다. 양국의 경제협력도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어, 현재 중
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대상국(2018년 기준 수출의 12.4%, 수입의 21.8% 차
지)이자,251)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다. 따라서
249)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5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51) WTO, op. cit.,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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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와 일방주의 정책에 대응하면서 다극체
제 형성을 함께 주도해가는 정치적 차원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강대
국 지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특히 극동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경
제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와 유럽의 경기침체가 계
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적 차원에서 양국의 갈등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중국
의 일대일로 전략은 적어도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통합 전략
과 주도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핵심적 이익지
대 중 하나인 중앙아시아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252) 둘째, 극동 개발에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러
시아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중국에 대한 극동 경제의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
다. 실제로 중국은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보다 해당 지역으로 자신의 교통ㆍ
물류 인프라 확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0년 6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53)에서 러시아는 ‘정치적 관계의
높은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적 상호협력’ 확대를 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국과
의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
계경제의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의존도가 증가
하면서 러시아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따라서 2012년 2월 27일 당시 대선을 앞
두고 있던 푸틴은 뺷모스콥스키예 노보스티뺸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와 변화
하는 세계｣254)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것
을 인정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은 ‘위협’이 아니라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내재한 ‘도전’이다. 푸틴은 러시아 경제라는 ‘돛’이 중국이라

252) 제성훈(2016b), p. 54.
25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54)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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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로 보고, 극동 및 시베리아의 경제성장이
라는 목표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반대
로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돛’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배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은 새
로운 국제질서의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이다. 푸틴은 다양한 다자 협력 메커
니즘에 중국과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극체제 형성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
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정치적 문제가 해결
되었고, 양국 지도부 간 신뢰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에
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푸틴은 제3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전
개되는 경쟁, 양자 무역구조의 불균형, 낮은 상호투자 수준, 불법이주 문제 등
양국관계에서 적지 않은 갈등요인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결국 러시아는 중
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더라도 지역적 차원, 특히 유라시아 지역
통합과 극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일정 정도 견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
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 역시 극동 개발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만, 양국관
계의 전면적 발전에서 영토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 일본이 ‘북방영
토’로 부르는 이투루프(에토로후), 쿠나시르(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점령한 이후 탈냉전기에도 러시아의 영토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이 섬들이 ｢얄타협정｣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확보한
쿠릴열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이 섬들이 1945년부터 소련과 러
시아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부속도서라고 주장한다.255) 2000년 6
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56)에서는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의 굳건한
발전,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진정한 선린의 성취를 지지한다. 기존 협상
255) 제성훈(2012), p. 38.
25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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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차원에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양국간 경계 설정의 상호 용
인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영토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
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러시아는 설사 영토문제가 해결된다 하
더라도 미일동맹이 존재하는 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제한적이며,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러
시아가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적,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3년 1월 10일 서명된 ｢러일 행동계획｣257)
이 정치대화 심화, 평화조약 협상, 국제무대에서 협력, 무역ㆍ경제 분야 협력,
방위 및 법 집행 분야 관계 발전, 양국 국민 간 문화 관계 및 교류 발전으로 구성
되는 양국 관계 발전의 6대 분야를 공식화하면서, 러시아는 평화조약 협상을
통한 영토문제 해결이 더 이상 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동
등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일본이 평화조약의 조속한 체결과 북방 4개 섬 전체 반환 원칙을 고수하자,
러시아는 중국과의 국경문제가 해결된 2000년대 중반부터 1956년 소일 공동
선언에 명시된 ‘평화조약 체결 후 2도 양도’로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
장을 명확히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2008년 7월 15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58)은 “러시아는 양국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일본과의
선린 및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지지한다. 널리 용인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
한 작업이 계속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제가 이 과정에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영토문제를 우회하는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본격적
으로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미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은 영토문제를 우회하는

257) “Японо-Российский план действи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4).
258)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июля 2008 г.,”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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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으로 한정되었고, 영토협상 의지의 표명은 러시아의 진정한 의도가 아
니라 극동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미끼’처럼 빈번하게 활용
되었다. 2012년 2월 27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푸틴은 뺷모스콥스키 노보
스티뺸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259)를 통해 재집권 이후 대외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
지 않았다. 또한, 푸틴은 2012년 3월 2일 외신 편집장들과의 면담에서 “일본과
의 영토문제를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마무
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했지만, 영토문제 해결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발전하
여 ‘단순한 이웃이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60)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61)에서는 “러시아는 일본과의 선
린적이고 다차원적인 관계의 역동적 발전 노선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제무대에
서 양자협력 및 상호협력의 모든 복합적 발전 배경에서 러시아는 해결되지 않
은 문제들의 상호 용인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한 대화도 계속할 것이다”라며
여전히 영토협상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
개념｣262)에서는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안정 및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일본과
의 선린관계 유지 및 호혜협력의 실현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짧게 언
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토문제를 더 이상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
만 러시아는 극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영토문제
를 우회하여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확대하고자 한다.

259)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2).
260) “Путин считает возможным решить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проблему с Японие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4).
261)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6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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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가. 세계전략에서 한반도의 위상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대양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다른 유럽 강대국
들과 미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북쪽에 긴 해안
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독한 추위와 두꺼운 얼음 때문에 북극해로 진출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오랜 기간 사실상 내륙국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는 대양을 향한 출구로서 부동항(ice-free port)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마침
내 18세기 발트 해 연안과 흑해 연안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서쪽 발트 해 연안
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겨우 숨통을 틔워주기는 했지만, 남쪽 흑해 연안의 항
구들은 터키가 통제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의해 언제든지
봉쇄될 수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더 구체적으로는 만주와 한반도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263)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의 체결로 아무르 강 좌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러
시아는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로 드디어 프리모리예 지방을 자국 영토에 편
입시켰다. 중국이 프리모리예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자신의 중요한
지정학적 잠재력, 다시 말해 동해로의 출구를 상실한 반면, 러시아는 지리적으
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인접국 지위를 차지하면서 역내 문제에 적
극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264) 비록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영
향력 확대를 시도한 러시아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사할린 섬의
절반을 내주고 물러섰지만,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한
반도 북부의 공산화, 그리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
지하면서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탈냉전
263) 제성훈(2018), p. 105.
264) 제성훈(2010),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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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러시아는 한반도에 인접한 동북아 국가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참여하여 역내의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00년 5월 이재춘 주러 한국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提呈)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한반도는 항상 러시아의 이익지대에
속했다”265)고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이익지대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세계전략에서 한반도의 의미는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으로 나누
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극동 개발을 자극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극동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주도국이 된 중국은 러
시아 경제, 특히 극동경제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
통합을 놓고도 러시아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사할린 주를 중심으로 극
동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은 여전히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토요구를
계속하면서 이를 경제협력 확대와 연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극동의 대외교
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지정학적 야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
며,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을 마련하려는 다양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극동 개발에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북부, 다시 말해 북한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자
신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 비록
지금은 중국에 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북한의
사회ㆍ경제 인프라가 상당부분 과거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러시아 기업의 진출은 기술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고 또 용이할 수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 시에는 한국의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는 러시아가 교통ㆍ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65) Лукин, А. В.(2009),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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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망 연계 등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는 한반도까지 연장된 유라시아 횡단
교통ㆍ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물
론,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러시아 동부 국경의 안보를 위협하는 긴
장의 불씨를 안고 있다. 첫째,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일본과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배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러시아는 NATO의 확대에 비할 수는 없
지만, 동북아에서 탈냉전기에도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역시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6년 7월 한국 내 THAAD 배치가 결정되
자, 러시아는 이를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미국의 글로벌 MD 체계 확대로 규정
하면서, 중국과 함께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둘째,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통
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은 러시아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국제안보레짐을 위협
하고 인접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의 핵 무장과 역내 군비경쟁 가속화로 이어져 지역적 차원의 지정학적 상황
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핵무기 개발 시도로 이어져 핵무기 비
확산 국제레짐의 근간을 침식하게 되어 결국 지구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을 파괴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난
민문제 및 환경문제로 인해 러시아 극동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러시
아는 자신의 위신이 달린 연루/개입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싸고 두 개의 트라이앵글(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간 군사적 대치상태,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신냉전’으로 표현되고 있는 러
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북중동맹과 중ㆍ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한미동맹과 미일동
맹과 연계되어 두 개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ㆍ미
ㆍ일 트라이앵글의 존재는 역내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북한 및 중국과의 갈등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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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 정책의 과제
1) 남북 등거리 노선 고수
1980년대 후반 소련은 경제개혁을 위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적으로 나섰고, 동북아에서도 친서방 국가이자 경제개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했다. 그 결과 1990년 9월 양국은 85년
만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 제
공을 약속했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옐친 정부는 친서방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계속 추진했지만, 과거 동맹국이었던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상 방치했다. 실제로 1993년 4월 옐친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
정책개념의 기본규정들｣266)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비롯하여 부정적 행
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의 ‘불가피한 거리두기’와 기본가치의 공동이해
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무역ㆍ경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의 ‘전면적 관계’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국내 개혁과 대외정
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자, 1995년 9월 러시아는 1961년 7월에 체결된 ｢조
ㆍ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북
한에 통보했다. 소련 시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편향은 고르바초프 집권기를
거쳐 옐친 정부에 이르면서 또 다른 편향, 즉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편향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중반 유라시아주의가 친서방 자유주의를 대체하여 러시아 대외정
책의 새로운 사상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자,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 우선성
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편향도 조정해야 할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다. 먼저,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편향이 만족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주지도 못하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만 희생하게 만들면서 한반도
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
266) МГИМО, РАМИ, Ино-центр, op. cit., pp.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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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과 북 어느 하나와의 관계가 다른 하나와의 관계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특수한 지정학적 벡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
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탈냉전기에 발전시켜온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과거 동맹국이었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
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북 간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러시아의 국력도 제한된 상
황에서 ‘남북 등거리 노선’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푸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1996년 9월 효
력을 상실한 ｢조ㆍ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대신하여, 2000년
2월 군사적 의무를 포함하지 않은 ｢조ㆍ러 친선ㆍ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2000년 6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67)은 “한반도 문제 해결
에서 러시아의 동등한 참여 보장, 남북한과의 균형적 관계 유지에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라며 ‘남북 등거리 노선’을 공식화했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2001년 7~8월과 2002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의미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극적인 개선 덕분에 러시아의 ‘남북 등거리 노선’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에도 ‘남북 등거리 노선’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2008년 7월 15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68)은 ‘남북한과의 건설적
관계 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과제로 적시하고 있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에도 ‘남북 등거리 노선’의 고수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의 주된 과제가 되
었다.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69)은 ‘선린 및 호혜적 협력에 기
초한 남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
외정책개념｣270) 역시 ‘남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267)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68)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июля 2008 г.,”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4).
269)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27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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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체계화된 것은 200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초ㆍ중반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고도성장으로 얻은 경제적 자신감
에 기인한다. 당시 러시아는 서쪽에서 NATO의 단계적 확대와 역외 개입을 우
려하면서, 탈소비에트 국가들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
시아의 입장에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전략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 이행 지체와 북ㆍ미 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했다. 이 때
문에 2000년 6월 28일 푸틴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대외정책개념｣271)은 “일
련의 국가의 지정학적 야망이 강화되고, 군비경쟁이 증가하며, 긴장 및 분쟁의
원천이 유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상황의 전반적 호전은 러시아에 근본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가장 큰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러시아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
이 되었다.
북핵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러시아에 도전이자 기회가 되었다.272) 첫
째, 북핵문제는 지구적ㆍ지역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은 지구적 차원에서 핵무기 비확산 국제레짐
의 근간을 위협하며, 지역적 차원에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에서 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했다. 극동 개발, 특히 교통ㆍ물류 인프라 개발의 전
제는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남북관계의 호전인데, 북핵위기의 장기화는 러시
아가 구상한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망 연계 등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셋째, 하지만 북핵문제는 러시아에

2019. 11. 20).
271)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2019. 11. 20).
272) 제성훈(2010), 앞의 글, pp. 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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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다.
북핵문제의 파급력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
고 역내 국가들과 어떠한 동맹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던 러시아가 관련국으로
인정받아 6자 회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08년 7월 15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73)은 “긴장 및 분쟁의 원천이 유지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상황의 전반적 호전은 러시아에 근본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구에서 러
시아의 적극적 참여, 남북한과의 건설적 관계 유지, 남북 대화 고무, 동북아 안
보 강화에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2차 북핵 위기 발
발 이후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련국들 간 ‘선의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러시
아는 2003년 8월 시작된 6자 회담과 2005년 9월 발표된 9.19 공동성명의 기반
이 되는 이른바 ‘일괄타결안’을 제안했고, 2007년 6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북ㆍ미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협상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남북 모두와 우
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제를 요
청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긴장 고조를 방지해왔다.
2000년대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의 주된 과
제 중 하나가 되었고, 이는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까지 이어졌
다. 2012년 2월 27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푸틴은 뺷모스콥스키에 노보스
티뺸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274)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근본원인이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무력적 개입 시도에 있다고 비
판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핵 보유는 허용할 수 없지만,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

27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июля 2008 г.,”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4).
274)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온라인 자료(검색일: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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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6자 회담의 신속한 재개, IAEA의 통제하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보장 등을 주장했다. 또한, 북한 체제의 공고함을 시험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북한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선린관계
를 발전시킬 것이며, 북한을 핵문제 해결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반도에서 상호
신뢰 분위기가 강화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이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하기 시작했다. 물론, 러시아는 이미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이른바 ‘2.13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5개의 실무그룹 중 ‘동북아
평화ㆍ안보 메커니즘(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실무그룹을 담당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에 대한 관심을 드
러낸 바 있다.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275) 84조에서는 “러시
아는 선린 및 호혜적 협력의 원칙에 기초한 남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 그리고
지역 발전 가속화, 남북한 간 정치적 대화 및 역내 평화ㆍ안정ㆍ안보 유지의 가
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경제적 상호협력 지원을 위해 이러한 관계의 잠재력의
더 완전한 활용을 지향한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지위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으며, UN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기초하여, 6자 회담 형식 차원을 포함하여
이 과정의 연속적인 진전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동
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75조에서 ‘아태지역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83조에서
는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의 지역적 구성요소로서 동
북아에서 효율적인 평화ㆍ안보ㆍ상호신뢰ㆍ호혜협력 강화 메커니즘들의 형성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이후 보다 명
확하게 드러난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276)
27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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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북아와 관련하여, 78조에서 ‘집단적 기초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
명하고, 동등한 역내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
과 함께, 84조에서 “남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
는 한반도에서 대치 수준 하락, 긴장 완화, 그리고 정치적 대화 발전을 통한 화
해 달성 및 남북한 간 협력의 발전을 확보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지
위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으며, 6자 회담을 해당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보면
서, 비핵화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ㆍ안보 유지 메커니
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역내 경제적 상호협력 확대 조치를 취할 것이
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2017년 7월 4일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교부
는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277)에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 ‘쌍궤
병행’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북한
은 자발적인 정치적 해결책으로서 핵 폭파장치 시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
예를 선언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2단계로 북한과 미국은 협상에 착수하고 핵 문제를 포함
한 모든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 무력 불사용, 침략 포기, 평화공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포함하는 상호관계의 일반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3단계
로 모든 관련국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의 협상 차원에서 한반도 및 동북
아에서 평화ㆍ안보 메커니즘 형성을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호간 관계를 정
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1, 2단계에서 조치와 협상의 당사자는 북
한과 미국 및 한국이 되고, 러시아와 중국은 협상 진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
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3단계에 이르러서는 6자 회담 또는 UN 안보리 등 적절
한 형식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에

27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1.2016 г. № 6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277)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
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о проблемам Ко
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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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주된 과제 중 하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에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당면한 위협이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
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구도가 더 본질적 위협이다. 이러한 대
결구도는 한국 내 THAAD 배치 결정과 같이 미국의 역내 군사력 배치 및 강화
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분쟁의 불씨를 제공
한다.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이 구축될 경우,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안보적 근심을 덜고 다른 지역의 안보문제에 집중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전제로 하는 극동 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옐친 정부는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자국의 경제개혁을 위해 한국과의 교역ㆍ투자 활성화에 집중했다. 하지
만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과대평가했고, 자신의 경제위기를 대비하
지도 못했다. 결국 1990년대 말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
다. 그 계기 중 하나는 2000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뺷네자비시마야 가제타뺸를
포함하여 아태지역의 주요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 ｢러시아: 새로운 동방 전망｣278)
이었다.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전
면적 참여는 자연스럽고 또한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동의 자
원개발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와 아태지역으로 수출 증대, 이 지역을 거쳐 유
럽으로 이어지는 철도운송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동북아 국
278) “Стать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оссия: новые восточные перспект
ив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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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이후 러시아는 2000년대 초ㆍ중반 고도성장
으로 인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극동의 천연자원 개발 및 수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물류운송 활성화, 동북아 국가로 수출을 위
한 가스관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역내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시
작했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에 개최된 한러 정
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나홋카 자유경제지역 내 한러 산업공단 조성, 이르쿠
츠크 코빅타 가스전 개발 등을 논의했으며, 2004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규정
하고, 러시아 극동의 유전ㆍ가스전 개발 및 석유ㆍ가스 운송, 한반도 종단철도
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모
스크바 방문 시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
자관계’로 격상하고,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0년 2월 ｢조ㆍ러 친선ㆍ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2000년대 러시아는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과 경제협력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를 계기로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은 한반도 정책의 확고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푸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극
동을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12
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 84조에서 지역 발전 가속화와 경제적 상호협력 지
원을 위해 남북한과의 우호관계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
고 있으며,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 역시 89조에서 역내 경
제적 상호협력 확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방정책’ 가속화와 관련하여, 한국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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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셔티브｣ 발표, 2017년 9월 ‘신북방정책’ 선언 등을 통해 협력 의지를 표명했
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총 30억 달러의 투ㆍ융
자 플랫폼 조성이 합의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일반여권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되었다. 또한, 2015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ㆍ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개시가 합의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9월
양국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을 연 300억 달러까지 증
대하고, 총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과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ㆍ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은 메드베데프 총리와의 면담에서 “현재로서는 철도ㆍ전력ㆍ가스 등 남ㆍ북ㆍ러
3자 협력의 주요 사업 구상 가운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279)
러시아는 2011년 중반부터 그동안 북핵문제로 중단되었던 북한과의 경제협
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9년 만에 울란우데에
서 개최된 북ㆍ러 정상회담에서는 남ㆍ북ㆍ러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전력 공급,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1985년 체결된 정부간 협정에
따라 소련의 지원에 의해 북한에 설립되었던 기업들의 재건 및 현대화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도 북러 경제협력은 계속되었다. 2013년 9월 라진ㆍ하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사
업의 1단계로서 러시아의 하산 역과 라진항 간 총 54km 구간 철도 현대화가
완료되었다. 2014년 5월에는 러시아의 대북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북한의 대
279) ｢文대통령 "남북러 3각협력, 철도연결이 추진 가능성 가장 커"(종합)｣(2018. 6. 2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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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채무 약 110억 달러의 90% 탕감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양국간
교역에서 루블화 결제방식 도입(기술적 문제로 시행은 10월부터)과 북한 내 광
물매장지 공동개발이 합의되었다. 또한, 북한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기업 직원
의 복수비자 취득절차가 간소화되고,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가 북한에 2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4,500km 구간 철도를 현대화하는 포베다 프로젝트가 합
의되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중 가장 유망한
철도 연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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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로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한반도체제’의 비전은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
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
유주의’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단극 패권에 입각해 자유주의 개방 경제를 기
초로 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오바마 정부도 안보ㆍ번영ㆍ가치 삼중
구조로 구성되고 미국 예외주의와 글로벌리즘을 내세우는 세계전략을 변함없
이 추진했다. 하지만 대외 개입의 범위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
고 이민ㆍ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종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기존 세계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우며 개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이익조화’와 ‘예외주의’,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원
칙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에 ‘교화’가 아닌 ‘힘’으로 맞서면서 미국의 가
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국가안
보전략(NSS) 보고서｣는 민족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국경 통제, 공정무역 강조
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전면적 군비증대를 통한 ‘전략적 경쟁’ 대비 등 자국의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같은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대외정책을

212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ㆍ중ㆍ러의 세계전략 연구

담당해온 워싱턴 관료들이 작성한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는 이와는 다
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보고서 역시 중국 및 러시아의 도전으로 미국의 힘
이 약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재건하고 대규모 군사비를
확보하여 ‘전략적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와 측
근으로 구성된 백악관의 관점과 달리 기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
면서 이들의 군사력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핵태세
보고서｣ 또한 기존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계’ 슬로건을 폐기하고 대규모 현
대화를 추진하여 냉전 시기와 같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회 역시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군사력 증강에 동의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정부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역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점이 상이하다보니 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일관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동맹관계
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실제 정책과는 모순되
거나 괴리된 거대 담론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APEC CEO Summit 연설에서 ‘새로운 동반자관계 구축’을 선언하면서,
공정한 무역관계 형성을 위해 무역불균형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2017~18년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중 견제라는 틀 속에서
해양안보 및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폐기된 ‘규칙 기반 질서’도
언급하여, 기존 패권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는 것을 시사했다. 2018~19년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무역ㆍ투자 확대, 인프
라 구축 등을 통한 역내 공동번영을 천명했지만, 이는 트럼프가 요구한 이들 국
가들과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 연설에서 두드
러진 것은 중국의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중국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

제5장 결론 • 213

응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는 2018년 11월 펜스 부통령의 뺷워싱턴 포스트뺸 기
고문에서 대중 강경론으로 보다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2019년 국방
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무역과 평화ㆍ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중
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대중 견제(중국 위협
론)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혼란스러우며, 그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TPP 협
상을 차버리고 관세폭탄으로 압박하며 기존의 FTA 협정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온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비해 적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면서 새
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책임ㆍ비용 분담의 증가를 요구하는 상황
에서 중국 위협론이 유인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동맹 네트워크를 책임지지 않
는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려 할지도 의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ㆍ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전방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권위주의
ㆍ주권 침해를 지적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몽’, ‘강군몽’, ‘인류 운명공동체’ 등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분발유위’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류 운명
공동체’ 사상은 ‘천하대동’과 같은 전통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마르크스
의 공산주의 공동체 사상인 ‘자유인 연합체’, 그리고 서구의 국제관계 이론인
윌슨의 ‘이상주의’와 웬트의 ‘구성주의’도 수용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정신
을 표현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대변하는
‘평화발전’,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은 평화옹호적
이고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적 역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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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을 국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이
에 따라 2018년 제19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신형국제관
계 구축’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경학적 수단’으로 ‘일대일로 구
상’ 및 RCEP 추진,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글로벌 거버넌스’구축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대국화를 위해 이른바 ‘5통’으로 구성되는 ‘일
대일로’ 프로젝트 실현, AIIBㆍRCEP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경제협력 추
진, ‘중국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중국위협론’으로 표현되는 우려를 불러일
으키고 있기에 시진핑 정부는 2019년 9월 ｢신시대의 중국과 세계｣ 백서를 발
간하여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은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
화와 발전에 기여하면서 결국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대국화, 즉 ‘강군몽’을 위해 군사역량의 강
화, 핵 억지력 확보,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선진 무기 및 장비 발전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중러 군사협력 강화, 해양대국화 및 원양해군화 촉진, 해양실크로드 건설
을 통한 미국의 제해권 대항, 전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통한 A2-AD 전략
수행,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적극 개입,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한
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명적 차원에서는 문명대국화를 목표로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
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 ‘공
자학원’ 설립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 해외 언론매체 설립, 중국의 싱
크탱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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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중
국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오염
의 심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 등 중국 내부의 문제들은 국제사
회를 향한 중국의 ‘매력 공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990년대 러시아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국가정체성에 기
초한 국가적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친서방 자유주의와 유라시아주의였다. 하
지만 1990년대 말 NATO의 단계적 확대와 역외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와 미국
을 비롯한 서방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친서방 자유주의의 입지는 완
전히 좁아지고,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과 고유한 이익 및 가치를 중시하는
유라시아주의가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푸틴 1, 2기 정부하에서 초기의
협조적 경향에서 점점 더 현실주의적 경향으로 전환된 유라시아주의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으로 인해 다시 포용적ㆍ협조적 경향으로 회귀했다. 하지
만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미국의 MD 체계 구축
재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해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양국
의 갈등이 심화되자 대외정책의 사상적 논쟁에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가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무렵 이미 대외
정책의 확고한 사상적 기반이 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는 2014년 3월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의 ‘수정주의적’ 정책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되돌리려는 이른바 ‘신수정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의 목표는 첫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법의 우위 확립, 둘째, 국제관계에서 자국
의 정체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ㆍ경제ㆍ안보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
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확고히 되는 것, 다시 말해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이
며 셋째, 국제관계의 기본구조로서 기존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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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구적 차원에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구조 형성,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확보, 국제안보 강화, 국제경제 및 환
경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의 과제는 첫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러시아에서 흔히 ‘근외’로 불리는 탈
소비에트 지역은 러시아가 자신의 세계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이익지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핵심과제 중 하나
는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이며 현 단계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하
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둘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국
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이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외정책 및 군사ㆍ정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
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NATO 확대와 유럽 MD 체
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 지역까지 EU 확대를 시도하면서 러시
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복잡하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계기로 그동안 반복되어온 화해와 갈
등의 사이클을 벗어나 이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
구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과 국제안보에서 러미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은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이다. 러시
아의 대외정책에서 아태지역과의 관계 강화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2012년 5월 푸틴 3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러시아의 극동 개발이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
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프로그램 실현 시 그것의 잠
재력 활용, 그리고 역내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
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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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에 따라 개최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입장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비핵화 셈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압박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미 FTA 개정 요구,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통해
동맹관계의 훼손을 무릅쓰고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
했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전략 전환에 대한 요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군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에
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동번영이라는 가치를 폐기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
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반면, 워싱턴 관료조직의 주도로 진행되
는 동맹체제의 강화 및 역할 전환은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 정
책 수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셋째, 한반도 비핵화, 넷째,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등이
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한국 내 THAAD 배치로 인한 한국과의 갈등, 미국의
INF 조약 탈퇴로 인한 역내 중거리 핵전력 배치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촉진을 위해 ‘쌍중단-쌍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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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반면에 현재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
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지원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비핵화를 유
도하고 있으며,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
싼 평화체제 및 경제협력의 논의는 역내 여러 국가 간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새로운 한반
도 질서 형성 속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관련국들 사이에 장기적 협
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 지역으로 ‘일대일
로’ 프로젝트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6월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연계하는 전략으로서 단둥-신의주의 압록
강 지역을 포괄하는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 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은 지린성의 창춘에서 훈춘에 이르는 두만강 지역개발계획을
포괄하는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개발계획과 함께 남북한, 일본, 몽골을 아우
르는 ‘동북아경제회랑’ 조성, 단둥-평양-서울-부산 간 철도ㆍ도로ㆍ통신망 연
결, ‘단둥특구’ㆍ훈춘ㆍ투먼과 나선경제특구 간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러시아의 남북한 3각
협력 사업,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등 이
지역에서의 역내 소다자주의 및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에서 한반도의 의미는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 발전
과 극동 개발을 자극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
과 일본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극동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
고, 북한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경
제적 이익을 추구해볼 수 있는 지역이며, 한반도는 러시아가 교통ㆍ물류, 에너
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안보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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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반도는 러시아 동부 국경의 안보를 위협하는 긴장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한
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일본과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배치를 보장해주
고 있고,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은 러시아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국제안보레
짐을 위협하고 인접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두 개의 트라이앵글(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
어 있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등
거리 노선 고수이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
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이다.
러시아는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면서 관련국들 간 ‘선의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당면한 위협이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을 축
으로 하는 역내 대결구도가 더 본질적 위협이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동북아 다
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동북아에서 안보적 근심을 덜고 극동 개발
에 매진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이
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
제협력을 통해 극동을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정책의 확고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반
도 정책을 고려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
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현재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이견으로 인해 한
국에 대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이른바 ‘이중과세’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
다. 오바마 정부 등 이전의 미국정부가 북핵문제를 포괄하여 한반도 정책을 수
립하고 수행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동맹국의 안보 제공에 대한
대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에 대한 기여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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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공동의 이익 추구’도 ‘미국의 이익 추구’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가 한국의 동맹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워싱턴 관료조직과 의회의 우려를 활용하면서 압박의
정당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트
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워싱턴 관료조직의 압력 수위를 낮추면서 현
재와 같은 한반도 방위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야 한다. 기존 미국 패권 체제를 관리해오던 워싱턴 관료조직의 요구사항인 인
도ㆍ태평양 전략 참여는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
려우며,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까지 한국에 이러한 역할을 요구한 적이 없다. 셋
째, 대미 안보 의존에 따른 안보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공백을 메우는 ‘동맹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
한미동맹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고 미국의 안보 제공이 견실했기에 대미
안보 의존에 따른 취약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동맹을 무
시하는 ‘이중과세’ 압박이 계속될 경우 국익을 위해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외 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미
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경전하사’,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외교
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비록 제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
한 적대행위나 포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 THAAD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서 경험했듯
이,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또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이은 중국 및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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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겨냥한 중거리 핵전력의 한반도 배치는 한중 관계의 냉각은 물론, 중국의 더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사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전력 배치 등 군사 분야
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의 한반
도 연계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의 물
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틀도 될 수 있다. 향후 동북아 소다자주의 협력은 중국
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동방정책’, 일본의 일대일로 제3국 협력 참여, 북한의
특구 및 경제개발구 정책, 그리고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이른바

네트워크된

지역주의(networked

regionalism)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은 물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대립을 완화하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신한반도체
제’ 구상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남북한과의 균형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등거
리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
니즘 구축,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실현을 변함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이 담고 있는 평
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 비전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바, 한국은 러시
아의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적
으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돌발적인 위
기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 회담 참여국이고, 남북한 모두에 일정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물론 일본과도 선린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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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극단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북러관계의 강화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나친 안보ㆍ경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및 동북아 다자평화ㆍ
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시 여러 강대국들의 참여가 필
수적이며,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북
중동맹 등 기존 동맹체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의
가속화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역내 새로운 안보질서의 도입이 긴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신한반도체제’ 구
상의 비전인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
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협
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 2010년대 초부터 푸틴 정부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
력 실현이 중국 및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일정 정도 견제하면서 극동 개
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핵문제 해
결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북러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라진-하산 프로젝트 수행, 남ㆍ북ㆍ러
가스관 건설 및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 등 3자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준비
도 착실히 해왔다. 러시아 극동 경제와 한반도 경제의 긴밀한 연계는 양국 모두
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
러 3자 경제협력 추진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경제협력공동체 실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
로 이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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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Grand Strategies of the US, China, and
Russia to Realiz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Sung Hoon Jeh, Heajeong Lee, and Jae-Kwan Kim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epth grand strategies of the US, China,
and Russia,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e grand strategies of the US, China, and Russia are directly reflected
in their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evelops as follows. First, there
ar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owever, these
negotiations remain deadlocked after Hanoi Summit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the White House and the Washington bureaucracy
over the solutions for denuclearization. Second, there is the economic
pressure on the Republic of Korea. Trump administration has criticized
the allies for ‘Free-Riding’ on the US security commitments and
demanded an increased share of defense expenses. And at the risk of
damaging the alliance Trump also has put economic pressure on allies
to solve its trade deficit, demanding revision of FTA and invoking the
safeguard clauses. Third, there is a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switching allied strategy.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to strengthen the alliance to expand the Republic of Korea’s
role in Indo-Pacific strategy. However, the US also reveals th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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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intain military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panding
the role of UN Command even after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olicies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basic principles that China invariably adheres to
in the process of its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 are as follows:
First,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 problem
solving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Thi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urth, maintaining and expanding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using equidistant diplomacy and geopolitical
means. Until now, Xi jinping administration has faced many
complicated problems in rel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 biggest
problem among them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in association with Russia has proposed alternatives called
‘Freeze-for-freeze and dual-track approach’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peace, bu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remain deadlocked. China i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anctions and economic support for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leading to denucleariz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le still regarding North
Korea as a strategic asset. Also,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to expand its‘One belt, One Road’ project into Northeast Asian region.
The linkage of ‘One belt, One Road’ with the Korean Peninsula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Tasks of Puti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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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llows: First, Adherence to the line of equidistant policies to both
Koreas. Since the 2000s, Russia has made an effort to maintain a
balanced friendship with the two Koreas to enhance its strategic value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For Russi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garded as a immediate threat, but the regional
confrontation centered on the ROK-US, the US-Japan and the
China-North Korean alliances is a more intrinsic threat. Therefore, by
establishing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and allaying its security concerns in the region, Putin
administration strives to focus on developing Far East. Third,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both Koreas and realization of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acceleration of so-called ‘Eastern
Policy’ since 2012, in which Russia has tried to develop Far East through
close economic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se
economic cooperations have become a major task on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f so, how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respond to realize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nitiativ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t appears that the existing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seems to be nearing its end, and the ‘Pursuit of common interests’
has also been replaced by ‘Seeking American interests.’ Therefore, to
pursue its own interests,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make a
complete revisions to its strategies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excessive calls for increased share of defense exp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weaken the justification of th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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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Washington’s bureaucracy and Congress’ concerns that
excessive demands could lead to Seoul’s departure from the alliance.
Second, regarding calls for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xpress its willingnes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reducing pressure of Washington’s bureaucracy,
taking advantage of President Trump’s indifference. Third, in order to
reduce the security vulnerability caused by security dependence on the
U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seek a ‘shift in
alliance’ that fills the security vacuum by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the long-term.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a diplomatic dilemma due to China’s
growing influence and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is getting intensified, diplomatic op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narrow more.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implement th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even if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tes
in the Indo-Pacific strategy limitedly, this does not mean that it
participates in any hostilities or siege against China.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tively support the ‘One Belt, One Road’
connec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Japan FTA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his could not only
contribute to paving the way for the initiation of min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ut could also serve as a framework for
providing economic rewards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re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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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ince the 2000s, Russia has adhered to the line of equidistant policies
to both Koreas that maintains balanced friendship with the two Koreas,
while steadfastly pushing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realization of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make active use of Russi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maintain the impetus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ask Russia to provide a firm support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play a role in
preventing any heightened tension in the face of an unexpected crisis.
In this process,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an be a positive factor in reducing North Korea’s excessive
security an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work closely with Russia in relation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closely with Russia to establish this mechanism as means and process
for realizing a peaceful cooperation community, a vision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ird,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promotion of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Russia
should be raised step by step.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Recognize
that Russia’s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promoting tripar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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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can serve
as a basic driving force for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which is a vision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should improve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Russia gradually, 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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