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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와 미중갈등
: 한반도 문제의 연계성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2.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와 미중갈등
3. 미중갈등의 구조적 변화
4. 미중갈등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5. 결론

근대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대국정치’의 중요성이고, 현 시점에
서의 강대국정치는 미중갈등이다. 현재와 같은 미중갈등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을 전후로 한 글로벌 금
융위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미중갈등은 일정한 단계적 변
화를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중국은 과거 미국을 상
대로 전개하던 ‘사건 중심적인 대결’에서 벗어나 ‘일대일로’ 등을 내세워
‘제도중심적인 대결’로 전환했고, 이러한 대결은 무역, 국제금융, 국제안보
등의 영역에서 국제공공재를 누가 제공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매우 치열한
경쟁국면을 의미하게 되었다.
미중갈등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논쟁적 여지가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서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인 까닭에 한반도는 동아시아 미중갈등의 한 가운
데에 위치한다. 북한 스스로 핵개발 논리를 ‘생존을 위한 정당성’에 두고
있는 까닭에, 한반도에서의 미중경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
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사이의 국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면
서, 핵개발을 통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을 한반
도 안보에 지속적으로 개입시키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했고, 북한은 한반도
게임이 강대국정치와 결합하는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게 유리한 국
면을 제공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핵문제 환원론’ 즉, 북한 비핵화가 선
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논의도 불가하다는 ‘환원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내외적 모든 관여자들의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제어 | 근대국제질서, 강대국정치, 미중갈등, 한반도 안보, 북핵문제, 핵
문제 환원론

1. 서론
18세기 초를 전후로 등장한 근대국제질서는 지금까지 일정한 수준의 보편성
과 일정한 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해 왔다.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후 지금까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으로는 ‘강대국의 존
재와 역할’ ‘세계 시장의 통합 지향적 성격’ ‘자원의 초국경적 흐름’ ‘국가들 간
상호의존의 증대’ 및 ‘글로벌 행위자들 간 정보의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원칙으로는 ‘강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국가들
간 갈등(전쟁)의 양태’ ‘세계 및 지역 간의 관계’ ‘공동체를 설정하는 근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주요 강대국의 성격과 대외관계
는 국제정치질서 전반을 규준(規準)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러한 강대
국정치(power politics)적 특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요 성격은 달랐을 수
있지만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이 쌓이면서 ‘강대국의 존재’는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아왔고, ‘국제체제-강대국 존재’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1) 특히 전후 질서에서 구
조주의적 관점의 국제정치학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몇 개의 강대국(일극, 양극,
다극 등)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강대국들 간 관계의 본질은 어떠한가의 문제,
그리고 일등 강대국과 이등 강대국 사이의 힘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
등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져 왔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국제체제 안에 존재하고
있는 보통의 다수 국가들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특정 시점의 국제
정치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분석 대상으로 ‘강대국들 간 관계’를 설정하
는 것은 학문적 및 정책적 이해의 효율성 문제일 뿐 강대국 이외의 국가를 부정
1) 대표적으로 참고, Robert O. Keohane, Neorealism and Its Critic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Jack Levy and William R. Thompson, Causes of War (N.Y.:
Wiley-Blackwell, 2010); Richard Little, The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taphors, Myths, and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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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냉전기 국제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미소 두 초강대국이 경험한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석은
냉전시기 전체에 걸친 국제정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을 제공
하고 있다.
논의의 연장선에서 ‘미중갈등’은 현재의 국제정치질서를 규준(規準)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강대국정치가 단순히 둘 혹은 셋 이상의 초강대국이 존재한
다는 사실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중갈등이 강대국정치의 범
주에 포함되는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강대국정치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한 성격을 보이
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차별적인 성격을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
구나 아직까지 미중 사이에서 존재하는 종합국력의 상당한 격차를 고려할 때,
미중갈등은 글로벌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특히 동아시아 지
역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미중갈등의 전선(戰線)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는 국제정치 구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에,
미중갈등의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북한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안보가 미
중갈등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및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미중관계가 안고 있는 ‘강대국정치’적 속성을 분
석하고, 관련하여 미중갈등과 한반도 문제 사이의 구조적 연결성을 규명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미중갈등과 한반도 문제 간 연결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서는 미중갈등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악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
다. 북핵문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긴요히 요구되는 이유는, 탈냉
전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쉽게 해
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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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와 미중갈등
가. 근대국제질서와 강대국정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몇몇 강대국이 존재
했다는 사실은 근대의 도래 이후 지금까지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편성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는데, 기업, 국
제기구, 종교, 국제지도자 등 다른 어떤 행위자보다도 국가 행위자는 가장 중요
한 행위자로 평가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라
는 표현에는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자연스
럽게 포함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구조주의자들의 언어인 ‘국제체제’라는 표현
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국가’만으로 좁아지게 된다. 왜냐
하면 ‘체제(structure)’는 무정부적 특징을 안고 있는 국제사회 안에서 영향력
(권력, power)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술(용어)이
고, 당연한 결과로서 국제정치적 힘의 분포는 국가 행위자를 전제로 할 때에만
측정, 평가, 분석, 변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후 과학
적 분석의 대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던 ‘냉전 시기’가 특히 구조적
힘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까닭에, 체제(구조, structure)라는 표
현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는 국가들
간 관계의 역학관계 그리고 특히 강대국 존재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분석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2)
그렇다면 국제사회(냉전기 이후로는 국제체제적 관점에서) 안에서 생겨나고
활성화된 ‘강대국들 간 관계’는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 왔을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대체로 세 가지 시기적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유럽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19세기 근대국제질서에서 발견되는 강대국

2)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참고,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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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섬나라 정체성을 가진 영국과 여타 유럽의 대륙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이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이라는 강대국은 유럽 대륙 내 다른 지역 강대국들
의 국력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라
는 대외전략을 통해 상대적 국력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갔고, 결과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3) 하지만 19세기 말 전후로 발견되는
영국 중심의 ‘세력균형정책’적 강대국관계를 지금의 관점에서 국제체제 내에서
작동했던 강대국 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는 유럽
강대국들의 주도 하에 전근대 질서에 머물러 있던 다른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근대국제질서 안으로 속속 편입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제체제’라는 표현
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어느 특정 강대국의 힘의 증대가 다른 특정 강대국의
힘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근대 국제질서 체제 자체가
공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확장되던 상황이었으므로, 19세기 말 영국 주
도의 강대국관계가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정치’에 따른 한국의 영향
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어서 냉전기 동안의 강대국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제체제’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사회 안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된 국가들 간 힘의 크기를 의미하는 측
면이 있으므로, 냉전이라는 시기는 강대국 간 관계 및 강대국-약소국 관계를
분석하는 가장 유의미한 분석 대상이다. 냉전기의 국제체제는 ‘미소’라는 강대
국관계를 상징적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제체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하
는 분석틀인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보자면, 체제 내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미
국과 소련의 대외 정책은 외부 환경인 ‘국제체제’에 절대적일만큼 의존적이었
다.4) 체제는 국제정치가 시스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의
전략과 소련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서 진
영으로 나눠져 각자의 세력을 구축한 양극체제는 상대 진영의 세력 확장을 용납

3) T.V. Paul, James Wirtz, and Micha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History
and Theory (Oxford, UK: Routledge, 2010).
4)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N.Y.: Penguin Book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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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지만,5) 동시에 미소로 대표되는 양극은 체제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지
도 않았다. 1970년대 초 구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한 미국 주도의
‘데탕트’는 체제 안에 불균등하게 배분된 힘을 활용하여 중국을 자기의 세력권
에 편입시키고자 한 전략이었고, ‘파레토(Pareto)’ 최적을 전제로 하지 않은 미
소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의 연대는 체제적 속성의 국제질서 활용을 극대화하고
자 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신현실주의적 관점의 설명이기는 하지만, 냉전 기간
동안 미소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이유 역시 강대국관계를 체제의 안정
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기 전체에 걸쳐 오직 두 차례만 발생했던 대규모 이념전쟁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미소 간 직접 대결로 확장되지 않았고, 그 외 남미, 중동, 아프리
카 등지에서 발생한 각종 대리전 역시 제한적인 갈등으로 머물렀다. 미소 간 강
대국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일, 일본 등의 문제는 체제의 안정
성이라는 차원에서 두 강대국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었고, 1980년
이후 미소 간 힘의 균형이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국제체제 안에서
신자유주의세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미국의 세력 확장은 상대적으로 공산세력의
급속한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6)
마지막으로 탈냉전기 이후의 국제체제와 강대국관계는 두 개 시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단극적 질서’로 알려진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기와, 2010년 이후부터 G2로 알려진 ‘미중경쟁’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냉
전 종식 이후 약 20년에 걸친 미국 주도의 단극적 질서는 ‘체제’적 관점의 국제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매우 다양한 학술적 논쟁을
경험한 시기이다. 체제의 안정성(특히 대규모 전쟁의 부재)이라는 관점에서 하
나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혹은 국가 간 대결을 당연시
5) 특히 공산세력을 상대로 전략을 수립한 미국의 ‘봉쇄전략(containment policy)’가 이러한
목적에 더욱 충실했다.
6) 대표적인 설명으로는 Thomas J. McCormick, America’s Half-Century: The United
State Foreign Policy in the Cold War and After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Politics in Asia-Pacific (Oxford, UK:
Routled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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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존의 국제체제가 아니라 ‘문명(혹은 정체성의 공유)’이 새로운 갈등 요소
로 등장하게 될 것인가 등과 같은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7)
탈냉전적 공간에서도 강대국 관계가 국제정치질서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고, 이러한 점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근대 국제질서
의 ‘지속적인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탈냉전기 ‘국제질서와 강대국관계’
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반기인 미국 주도의 단극시기의 경우 미
국 자국의 원리(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쟁 등)들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리로 치환하려고 시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반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탈
냉전기 후반기인 미중경쟁 시기의 경우 과거 미소 간 양극체제처럼 각자 고유하
게 구축한 세력권 간 대결이 아닌 관계로, 오히려 과거 미소의 경우보다 더 치열
하게 미중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익과 정체성을 침해하려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미중갈등은 특히 전후 질서에서 오랫동안 유지
되어 온 ‘국제자유주의질서(International liberal oder)’의 위기와 시기적으로
맞물린 측면이 있으므로, 미중경쟁이라는 강대국관계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많
은 국가들은 강대국관계에서 비롯되는 기회의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해야 함은 물론, 동시에 국제질서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규범의 확보라는
문제도 고민해야 하므로 외교안보전략 수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나. 강대국정치의 복합적 성격
그런데 강대국정치에는 갈등적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 및 경쟁
적 측면은 물론 ‘공존적 측면’과 일종의 ‘국제 분업적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냉전과 같은 국제체제적 질서의 경우 국제정치
의 사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구조화 작업이

7) 대표적으로 참고, John J. Mearsheimer,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 Compan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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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국가들로 하여금 고도로 정교한 국가전
략(대외생존전략)을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전략은 결국 어떤 관점과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익(interest)’을 정의(define)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존전략에서 ‘북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즉 ‘평화’ ‘적’ ‘통일’ ‘공
존’ ‘전쟁’ 등을 어떤 관점에서 정의할 것인가가 전략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
게 되었다.
강대국정치 역시 마찬가지 논리에서 국제체제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질적 사안인데, 국제질서를 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갈등’ ‘대결’ ‘경쟁’ 등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영국이 보여줬던 유럽의 대륙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전략,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졌던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현
재의 미중관계 등은 모두가 한결같이 갈등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토대로 삼고 있
었던 것이다.
하지만 강대국정치에는 동시에 강대국들 사이의 ‘공존’, ‘분업구조’, ‘상호의
존’ 등과 같은 복합적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국제체제 안에서 강대국들 간 공존과 협업구조가 의도한 것인지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과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관련하여, 예를
들어 냉전기 미소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강대국이 국제체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양분해서 장악할 수는 없었다. 국제체제 안에서는 어느 한
세력에 편입되지 않는 일종의 잉여세력(residual power)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
련이며, 냉전시기를 예로 들면 ‘비동맹운동’ ‘제3세계’ 등과 같이 미국과 소련이
장악하기 어려운 세력이 존재했었고, 이러한 세력들의 관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소는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공감대가 깨진
예외적인 사건들 역시 존재해서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
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강대국정치가 일종의 ‘공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현실주의 이
론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탈냉전기 이후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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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이론은 분화 과정을 거쳐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로
이어졌는데,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의 경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상태
가 여전히 가장 안전한(stable)한 국제체제를 보장해 주는 작동원칙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즉,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안전한
국제질서를 보장해 준다고 믿는 ‘공격적 현실주의’에 비해, 방어적 현실주의자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 인사들)들은 강대국들 간 ‘공존’ ‘힘의 공유’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일방이 과다한 힘을 독점하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면서, 힘의 과독점 상태에서 오는 불안정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격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전개한 부시 행정부
의 실패와 교훈은 국제체제 안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 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강대국정치’가 안고 있는 강대국 간 이러한 공존적 성격은 한 마디로 강대국
정치의 복합적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냉전기 당시 분단국 독일 문제를 다루
는 과정에서 미소가 가졌던 공감대라던가, 혹은 오랜 협상의 결과로 헬싱키 프
로세스가 체결되는 과정은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평화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물론 ‘공존’ 혹은 ‘협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존재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상호 의존적 공존(협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방
식은 상대방의 존재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갈등(경쟁) 자체가 하나의 구조적 조
건(환경)이 되어서 그러한 구조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국제체제적 공존’이 있을
수 있다. 냉전기 미소의 공존은 후자에 해당하고, 현재 나타나는 미중의 공존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탈냉전기 미중관계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상호의존적 갈등 및 공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자면, 지난 20여년간 중국의 제품생산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
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아이러니
컬하게도 최근까지만 해도 심지어 현 시점에서도 중국산 상품은 미국이 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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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주의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던 셈이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강대국정치 유형은 아니지만,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릴
당시 미일 관계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갈등관계에 놓였었지만, 그러한 관계가 전
략적 갈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냉전이 종식 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미일 군사동맹은 탈냉전적 환경 속에서 미
래지향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8)
이처럼 강대국정치가 안고 있는 일종의 복합적 성격은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다음 질문인 강대국 정치의 결과가 어떤 차원과 내용으로 귀결되는지에 대
해서 생각해보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강대국 정치의 결과는, 첫째 국제정치질
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둘째 강대국정치를 전개하는 해당
강대국의 이익 및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국과 같
은 국제체제 내의 다른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질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관련하여, 강대국정치가 국제
체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부분과, 강대국정치의 속성이 국제체제에 미치는 부
분을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중갈등의 경우
아직 국제정치적으로 제도화되어 정착된 상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은 과거 강
대국정치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큰 서로 다른 정체성
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중갈등의 지속과 결과가 국제질서에 어떤 근본적인 변
화를 몰고 올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강대국정치와 국제
체제’ 사이에서 발견되는 상호 작용의 측면을 학술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분석하
는 능력이 긴요히 요구된다.
둘째로 강대국 스스로에게 귀속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강대국정치가 강대국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이익을 안겨다 주는가의 문제이
다. 강대국정치는 결과적으로 1) 가장 중요하게는 강대국의 국가이익으로 전환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2) 또한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재조정하게 만
8) Joseph S. Nye, Jr. “East Asian Security: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Jul/Aug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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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3) 새로운 대외전략을 수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중갈등 역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강대국정치의 결
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강대국의 핵심 역할인 ‘국제 공공
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제공을 둘러싼 논쟁도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관련하여 비판가들의 설명처럼 강대국이 국제공공재의 이름으로 제
공하는 ‘국제제도’가 결과적으로 강대국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결국 ‘사유재(private goods)’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대국정치의 결과가 체제 내의 다른 행위자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특히 한국과 같이 강대국정치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
는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결국 이 질문이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셈인데, ‘강대국정치’가 체제 내의 다른 행위자 국가에게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은, 특정 강대국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강대국과의 대결
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국가들을 자기 세력으로 편입시키느냐 아니냐
의 문제로 압축된다. 결국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미중갈등에 직면한 한국
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가 미중게임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도록 자율
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데, 현재의 북미 대화 경색 및 연동된 우리 정부의
제한적인 역할에서 보듯이, 미중갈등의 ‘강대국정치’가 여타 국가들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타 국가들이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 지
배적인 상황이다.

3. 미중갈등의 구조적 변화
가. 미중갈등의 역사와 단계적 변화
현 시점의 강대국정치를 상징하는 미중관계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갈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체로 냉전 종식 이후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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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쟁이 소멸된 것처럼 보이던 시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국력 및 반서
구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탈냉전 초기 시점부터 미국은 소위 ‘중국 위협론
(China threat)’을 둘러싼 논쟁을 경험하게 된다.9)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이던 1997년 미중 외교관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당시 중국 지도자였던 장쩌민
의 미국 ‘국빈방문(state visit)’이 이뤄졌는데, 이 방문 직전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미국
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포용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
하게 된다.10)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취한 대중국 외교 스탠스는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특히 구체적으로 2000년 미 의회가 중국을 상대로 통
과시킨 ‘대외무역법(TRA, Trade Relations Act)’는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시
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미국 의회의 TRA가 없었다면 다음 해에 이뤄진
중국의 WTO 가입 역시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이 시기를 탈냉전
기 시점에서 미중관계의 구체적인 양상이 디자인된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한 부시 행정부는 재선을 거친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초기 4년과 후반기 4년 사이
에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소위 ‘아미티지 스쿨(Armitage School)’로
대표되는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했던 초기 4년에 비해, ‘졸릭 스쿨(Zoelick
School)’로 대표되는 협상파의 의견을 수용했던 후반부 4년은 미국의 힘을 전제
로 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미중관계가 미국의 국익은 물론 국
제질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11) 그리고
9) 미중관계에 대한 초기 논쟁을 이끌었던 ‘중국 위협론’과 ‘중국 유화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논문은 참고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Foreign Affairs, Vol. 76, No. 2(Mar/Apr 1997); Robert S. Ross, “China II: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Vol. 76, No. 2(Mar/Apr 1997).
10) 참고 https://clintonwhitehouse4.archives.gov/WH/New/html/19971024-3863.html
(검색일: 2020.10.10)
11) ‘아미티지 스쿨’의 경우 공화당 정부에서 두루 중용되었던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대
사와 조셉 나이 교수가 2000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를 따르는 정책 전문가 그룹을 의
미한다. ‘졸릭 스쿨’의 경우 졸릭(Robert B. Zoellick) 전 세계은행 총재가 부시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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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
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가용한 외교안보 자원을 투입하게 된
관계로, 그 결과 대체로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결정적인 기회를 놓
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2)
2000년대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미중 간 경쟁관계는 물리적 시간의 경과와
중국의 국력 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관점에 따라 미중경쟁이 전면적인 대결을 전제로 한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경쟁인지 혹은 일부 선별적인 영역 및 특정 지역에서만 전개되
는 제한적인 경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
한 점은 미중경쟁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설명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
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경쟁이 매우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는 데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13)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규정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전략이 태평양
과 인도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까닭에, 미중갈등의 차원에서 ‘동아시아’와 ‘아시
아’를 구분하는 일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2008년 글로벌 금용위기를 거치면서 일종의 미중관계 조
정기를 지나 2010∼12년을 전후로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대결구도가 시작되었
다고 평가한다.14) 대결구도의 핵심에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성
국무부장관으로 재직할 시기가(2005∼6년), 그 이전의 미중관계보다 더 안정적이었던 점을
강조하는 전문가 그룹을 일컫는 표현이다.
12) 참고 Joseph S. Nye Jr, “American and Chinese Power After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3, No. 4(2010); Joseph S. Nye Jr,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Dominance and Decline in Perspective,” Foreign Affairs, Vol. 89,
No. 6(Nov/Dec 2010); David M. Edelstein, “Cooperation, Uncertainty, and the Rise
of China: It’s About Tim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1(2018).
13) 대표적인 설명들로는 참고, David C. Kang and Xinru Ma, “Power Transition:
Thucydides Didn’t Live in East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1(2018); Markus Brunnermeier, Rush Doshi and Harold James, “Beijing’s
Bismarckian Ghosts: How Great Power Competes Economicall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3(2018) 외 다수.
14) Nye, 앞의 글; Edelstein,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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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외전략이, 자신만의 ‘글로벌-지역 연
계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한 중국의 대외전략과 충돌한 데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15) 특히 미중경쟁이라는 강대국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내용적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던 ‘사건중심적인 경쟁(even-driven competition)’, 2010
년 전후를 시점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제도중심적인 경쟁(institution-driven
competition)’,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글로벌 질서 수립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표준지향적인 경쟁(global standard-driven competition)’에 이르기까지 미중경
쟁은 일정한 시간적 격차를 보이면서 흥미로운 단계적 변화를 보여 왔다.16) 구체적
인 내용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미중갈등의 단계적 변화17)
시기

핵심 특징

1단계

이슈 중심 대결

(1990년대 말)

(event-driven)

갈등의 내용
-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한
충돌
- 대중국 포용전략 견지
- 미국 질서에 대한 자신감

등장 배경
- 소련 붕괴
- 문명 간 충돌
- ‘중국 활용론’

- 경제성장이 군사성장으로 전환
2단계

제도 중심 대결

(2010년 전후) (institution-driven)

3단계
(2020년 전후)

- SCO, AIIB, NDB, CICA 등

- ‘테러와의 전쟁’

- system-building에서 오

- 중동문제 악화

는 이 익에 관심 급증

- 미국 힘의 한계

글로벌 표준 대결

-> G2 경쟁
- 5G 사태(화웨이) 등으로 표출 - 트럼피즘

(global standard

- 충돌의 양상이 점점 구체화

- (일대일로)

-driven)

- 협력/대결의 극단적 공존
- 새로운 협력 모델의 주도권

- 강대국 이기주의

4단계

“새로운 모델의

Covid-19

국제협력을 누가

이후

주도?”

- 국제기구의 중요성 부각
- 방역 등 새로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군(群)의 출현

- 새로운 위협
- 글로벌 신안보
- 피해 진원지 논쟁

15)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참고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학적 접근과 지
정학적 딜레마,” 뺷국제정치논총뺸, 57권 2호(2017).
16) 특히 최근 ‘글로벌 표준경쟁’을 둘러싼 미중갈등에 대한 설명으로는 참고 “기획특집: 중국의
5G 시대와 미중 경쟁,” 뺷성균차이나 브리프뺸, 제7권 3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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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전후로 미중갈등은 소위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중국은
미국이 전후 질서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의 각종 제도적 장치에서 벗어나 자
국 중심의 국제제도를 직접 설계해야만 국가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해협력기구(SCO),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등은 안보협력, 무역거래, 관세제도, 국제통화에 같은 차원에서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더구나 그
시기동안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감행한 두 개의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외교안보
자원을 중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힘의 공백은 중국에게 국제제도를 활용한 성장을 가능케 한 기회를 제공
했던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이라는
정책으로 대중국 전략을 재정렬(rearrange)하고자 했지만, 가용 외교자원의 한
계, 중국의 급속한 성장, 지역별로 차별화된 중국의 대외전략 등의 이유로 인해
미국의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18) 그러한 제도중심의 갈등
은 최근 들어 ‘화웨이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글로벌 차원에서 통신 네
트워크망을 주도하는 기술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옮겨오고 있다. 국
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채택하게 될 기술표준을 누가 제공하느냐의 문제야
말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부분
이 아닐 수 없다.19)
특히 최근에 와서는 ‘Covid-19’ 사태로 말미암아 미중 전략갈등이 새로운 국
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
17) 저자 작성
18) 대표적인 설명으로는 참고 Robert G. Sutter, US-China Relations: Perilous Past,
Uncertain Present (Baltimore,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7); Thomas
J. Christensen, The China Challenge: Shaping The Choices of A Rising Powe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6).
19) 미중갈등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고 김상배.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
경쟁: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뺷국가전략뺸, 26권 2호(2020), pp. 5-34; 배영자,
“기술표준의 정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중국 AVS 사례,” 뺷대한정치학회보뺸, 19권 2호
(2011), pp 281-306; 이승주,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뺷국제정치논총뺸, 57권 4호(2017), pp. 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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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코로나 문제
는 미중갈등 국면의 새로운 전개를 유발하기 보다는, 2016년을 전후로 시작된
‘브렉시트(Brexit)’ 사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트럼피즘), 강대국들
의 민족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 실종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이러
한 논쟁 속에 수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20)

나. 미중갈등과 동북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대국정치는 통상 세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강대국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질서
내에 존재하는 여타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미중갈등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 및 안보 연구자들의 설명
에 따르면 전 세계는 대체로 13∼14개 정도의 지역 차원의 독자성을 가지는 안
보권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이들 지역은 일종의 각자 고유한 ‘지
역안보복합성(Regional security complex)’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는 통상 네
개의 지역으로 나뉘고(East Asia, Central Asia, Southwest Asia, Middle
East), 좀 더 구체적인 하위 논의에서 동아시아는 다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
아로 나뉜다. 동북아와 동남아가 정책적 및 학문적 차원에서 비교적 정교하게
분리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전략이 ‘인도태평양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인도와 서태
평양이 전략적 차원에서 연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를 나누는 전통적인 지
역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 G. John Ikenberry, “The End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1(2018), pp. 7-23; Constance Duncombe and Tim Dunne, “After
Liberal World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1(2018), pp. 25-42.
21) 관련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 Peter Katzenstein,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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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갈등이 동북아(혹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가지는
고유한 의미는 무엇일까?22) 미중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동북아에서
는 경제사회적 ‘상호의존성’과 정치안보적 ‘경쟁(갈등)’이 공존한다는 점을 최우
선적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혹은 관찰자에 따라 이러한 공존을 ‘동맹관계’와
‘지역공동체’ 사이의 부조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동맹관계 혹은
‘정치안보적 민감성’의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과거 한국전쟁을 전후로 동북아
에 매우 정교한 ‘복층적’ 양자동맹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 미국이 주도한 양자동
맹은 한 마디로 미국이 역내 대다수 국가들(한국, 일본, 과거 대만 등)을 상대로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동맹질서에 포함되지 않은 역외 국가들(중국, 북한, 구소
련 등)을 냉전기간 동안 지역질서에서 배제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미국이 냉전
의 또 다른 전초기지였던 유럽과 비교하여, 동북아 지역에서는 나토와 같은 집
단안보체제가 아닌 양자동맹을 선호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다.23)
동북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안보환경이 탈냉전 이후 지금까지 크게 바뀐 것과
비교하여, 동북아 지역의 경우 냉전기에 작동한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구조가 여
전히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동맹구조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적대 세력’을 전제로 한 군사안보적 국력의 공유이다.24)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맹관계가 상정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동북
아의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결 당사자들 간 군사안보적 능
22) 학술적으로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개념적으로 호환성(interchangeable)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와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 역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
책’을 강조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한반도 문제의 우호적인 관여자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3) 이 글에서는 동북아 동맹구조의 기원과 관련하여서는 소상히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동북아
안보와 유럽 안보의 구조적인 차이는 대체로 세 가지 접근법에(미국의 의도적 선택, 동북아
역내 지도자들의 전략, 유럽과의 구조적 차이)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참고 Park Ihn-hwi, “Alliance Theory and Northeast Asia: Challenges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3(2013), pp. 317-31.
24) Glenn H. Snyder, “Alliances,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1(1991), pp.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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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공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안보 확보를 위해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25)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양자동맹 질서가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
보를 지켰고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상징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동맹
개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동맹구조는 ‘적’과 ‘방어’ 개념을 전제로 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 등과 같은 지역안보의 구조적 변화요
인의 발생함에 따라 지역안보 안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점 역시 사실
이다. 특히 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냉전 종식 이후 지속적으로 동북아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여겨졌던 북한 문제가 향후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북미 관
계정상화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면, 동맹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
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누구를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안보 개
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경제
성장이 ‘군사강대국화’로 손쉽게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미일동맹
과 한미동맹이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갈등은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4. 미중갈등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북핵문제
‘위협을 설정’해야만 하는 강대국 간 안보구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갈등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핵개발을 생존의 논리로
제시한 북한의 존재는 앞서 언급한 동북아 동맹구조, 특히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25)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설명으로는 참고 Ken Booth, Theory of World Secur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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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구조를 국제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의 기원을 탈냉전기 직후인 1990년대 초반으로 본다면, ‘생존
(survival)’ 논리를 내세운 북한의 핵개발은 구소련의 몰락과 한중수교가 결정
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데, 소위 ‘남북한 사이의 내적균형’과 ‘한미 및 북중
(소) 사이의 외적균형’이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다가 냉전
질서의 종식으로 말미암아 일거에 무너졌기 때문이다.26) 전후질서에서 독일,
베트남 등과 함께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다른 분단국
사례들과는 달리 한반도 내부 대결에 의한 ‘내적 균형’과 한반도 외부세력의
관여로 인한 ‘외적 균형’이 한반도 안보 구조를 특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로 상징되는 ‘외적 균형’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고, 냉전 종식을 함께 목도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핵무기 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옵션을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개혁개방, 경제성장, 내부개혁 등과 같은
전략이 아닌 ‘핵개발’을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
하고 있지만, 미중갈등이라는 요인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핵개발은 다른 생존전략과 달리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한반도 개입을 지속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북
한의 전략적 판단에 의하면 한반도 안보가 남북간 게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중간 게임이라는 복합성을 가지는 상황이 자국의 생존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
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27) 북한의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스스로 일
관되게 내세우는 ‘주체와 자주’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기본적
으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존재하던 한반도 안보구조의 국제성 활용을 극대화

26) 한반도 분단 구조가 안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내적균형’ 및 ‘외적균형’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참고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뺷한국과
국제정치뺸, 24권 3호(2008), pp. 95-124.
27) 박인휘, “한반도 ‘안보-안보부재’의 정치학: ‘한미-남북’ 관계의 모순적 결합,” 뺷한국정치
학회보뺸, 45권 2호(2012), pp. 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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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기의 시작과 함께 고질화된 북핵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다양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핵문제가 본질적
으로 안고 있는 국제안보 이슈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관여는 하나의 구조적인 상수가 되었다. 강대국정치의 결과
로서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려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안보구조
를 미중 간 게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핵심 사안인 ‘평화
정착 vs. 비핵화 우선’ 간 논쟁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었고, 미중 간 게임으로 치환된 한반도 안보 문제는 결국 앞서 설명한
강대국정치의 속성의 하나인 ‘갈등과 공존’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두고 지금까지 두 가지 방식의 논
쟁을 경험했다.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은 외부 세계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관심
을 받기 위한 전략수단이라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2017년 극단적인 안보위기
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의사는
없었던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의 핵개발은 기본적으로 외교수단으
로서의 정체성 안에 머무르게 된다. 핵개발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는 설명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교적 의도가 중국을 타깃으로 하
고 있다는 설명으로까지 확장된다. 또 다른 시각은 북한의 핵개발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정교하게 준비된, 오랜 시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 경우 북한의 핵개발은 그 정체성에 있
어서 외교수단의 하나가 될 수 없다. 대신 핵개발 완성을 목표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핵보유국가라는 강성군사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는 의미이
다. 북한은 다른 일반적인 국가와는 달리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리더십)안보’
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이상 핵개발을 통한 생존 확보만이 안보를 추구할 수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은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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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반된 입장에도 적용되는 논리이다. 두 관점은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되
지 못하고 현실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자신의 접근방식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굳이 강대국정치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북핵문제가 한반
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처럼 북핵이 외교적 수단
이라는 해석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이 결국 우리의 노력과 정책에 달려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어, 현실적으로 결국 미국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느냐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 북한의 핵포
기 및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한 북한의 의지와 선택의 문
제라는 주장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도 역시 대북 압박을 위한 미
국의 동북아 동맹전략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8) 관련하여 후자의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문제 개입 논리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 자명하다.

나. ‘핵문제 환원론’의 함정
미중갈등의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안보에 관여하는 구조적 속성을 우리의 의
지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미중게임이 지배하는 북핵문제 해법에서 벗어나는
대안은 무엇일까? 과거 구조주의자들은 강대국정치를 하나의 학문적 분석 대상
으로 설정했고,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는 냉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구조적 조건으
로 인해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현실주의자들과 같
은 대표적 구조주의자들에게 쏟아졌던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모든 문제를 구조
적 속성으로 환원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즉 국제정치의 모든 현상을 ‘구조적 환
원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비난이었던 것이다. 냉전적 대결로 인해 국제체제
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이 아무리 지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제구조와
는 무관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신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28) 북한 스스로 혹은 우리 및 국제사회의 정책 관여자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사회과
학적 인과관계에서 ‘분석-정책적 대응’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설명이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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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간과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핵문제를 해결을 둘러싼 고민 역시 신현실주의자들이 간과했던 ‘구조적 환
원론’ 문제처럼, ‘핵문제 환원론’에 빠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논의가 전개될 때마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구조적 속성으로 바라
봤던 ‘구조적 환원론’의 실수처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
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북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
지는 않다. 2018년 이후 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북미 간 협상국면 및 북한이
국제사회 속으로 진입한 배경에는 2017년 11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
언이 작용하고 있고, 핵개발을 완성했다는 북한의 자신감이 북한의 대외전략에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한편으로 ‘핵문제 환원론’은 북한 스스로 자초한 측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환원론’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중갈등
의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
워 보인다. 특히 앞서 설명한 강대국정치의 복합적인 속성과 관련하여, 미중은
극심한 갈등을 전개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같이 일정한 균형점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안보상황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김정은의 공식 집권 다음 해인 2013년
부터 그 이전 시기까지 유지하던 일종의 핵개발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
고 핵개발의 ‘속도전’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4월 북한은 자국의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이후 2017년 말까지 전례가 없
을 정도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한 마디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질서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가고자 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북
한은 김정은 집권의 장기화를 염두하고, 상대적으로 집권 초기 국면에서 정권의
안정화를 목표로 북한에게 유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
든 국력을 쏟아 부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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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판단 이면에는 미중갈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풀이된다. 즉, 미중경쟁 심화로 상징되는 동북아 안보질서 전환기를 맞이하
여 북한의 관점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유리한 대외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
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반도의 최대 위기 조성을 통해 미국과
의 외교적 담판의 기회를 확보함은 물론 중국과는 완전한 외교관계 복원 및 신
뢰할만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정한 위기의 상시 유지가 자국의 안보와 생존에 더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29) 좀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보 위기는 미국 및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시키고, 한반도에서의
대결 구조가 미중을 포함한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생존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완
성과 관련한 속도전을 결정했을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한국에서 탄
핵 국면을 포함한 진보정권의 등장 등과 같은 사건을 미리 예견했던 것은 아니
다. 다만 핵무력 완성 전략과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과거와 같은
위기를 통한 정권 유지가 아닌 북한의 생존 공간을 동북아 질서 내에서 영구적
으로 보장받는 전략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30)

5. 결론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근대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대국정치’의
중요성이고, 현 시점에서의 강대국정치는 미중갈등이다. 강대국정치에 참여하
는 행위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대국정치의 속성은 조금씩 차별적일 것인데,
29) 물론 북한 정권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동북아의 일정한 상시위기 유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
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북한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
유에서 핵개발, 북중관계 강화, 대화 제의 등 외견상 혼돈스럽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일정
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외정책이 구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박인휘, “김정은 시대의 외교전략”, 박재규 편, 뺷새로운 북한 이야기뺸 (서울: 한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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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과거에 존재했던 강대국 관계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
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미중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을 전후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미중갈등은 일정한 단계적 변화를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중국은 과거 미국을 상대로 전개하던 ‘사건 중심적
인 대결’에서 벗어나 ‘일대일로’ 등을 내세워 ‘제도중심적인 대결’로 전환했고,
이러한 대결은 무역, 국제금융, 국제안보 등의 영역에서 국제공공재를 누가 제
공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매우 치열한 경쟁국면을 의미하게 되었다. 본 논문이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점은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고, 추후 중국의 정책변화 및 관련한 인식 변화를 포함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미중갈등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논쟁적 여지가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인 까닭에 한반도는 동아시아 미중갈등의 한 가운데에 위치
한다. 더구나 북한 스스로 핵개발 논리를 ‘생존을 위한 정당성’에 두고 있는 까
닭에, 한반도에서의 미중경쟁은 일정 부분 북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사이의 국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핵개
발을 통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을 한반도 안보에 지
속적으로 개입시키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했고, 북한의 판단에 의하면 한반도 게
임이 강대국정치와 결합하는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생존에 유리한 국면
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30년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
하고, 북한 핵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냉전기 강대국정치가 모든 문
제를 국제 구조적 요인으로 환원시킨다는 ‘구조적 환원론’의 결함에 빠졌듯이,
만에 하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핵문제 환원론’ 즉, 북한 비핵화가 선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논의도 불가
하다는 또 다른 환원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내외적 모든 관여자들의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문제 환원론’과 같은 성격의 기존 국제정
치 사례가 ‘강대국 정치’와 결합한 연구 역시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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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wer Politics and US-China Conflict:
Its Structural Connection to
the Korean Peninsula
PARK Ihn-hwi (Ewha Womans Universi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politics’
has centered on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current power politics means
US-China conflict. Even though it is quite hard to cleary identify when the
current US-China conflict had begun, it is said th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as a critical moment in terms of the conflict. Because US-China
conflict has experienced a certain type of phased developments including
‘even-driven competition’, ‘system-driven competition,’ and the current
‘global standard-driven competition,’ and the Chinese-led system such as
BRI, AIIB, SCO, NDB after 2008 have shown a very complicated structure
of the two countries’ competition.
US-China conflict faces a serious debate whether its scope reaches to the
whole global subjects or not. In the meantime substantial group of scholars
insist that it is onl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East Asian region, in
particular some strategic place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North Korean regime justifies its nuclear development for its survival,
US-China conflict on the peninsula is more complicated one. The North’s
survival

strategy

by

nuclear

development

associates

the

continuing

engagement of the U.S. and China to the security issues of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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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It is assumed that the North believes as long as US and China
stay in the peninsula, the strategic circumstance for survival is beneficiary to
North Korea. Finally to avoid the ‘nuclear problem reductionism’ all the
players including South, North, US, and China need to recognize the
imporatance of diplomatic approaches to handle with the nuclear problem.
Key Words: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Politics, US-China conflict,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nuclear problem,
Nuclear problem reductionism
투고일: 2020.10.31.

심사일: 2020.11.24.

게재확정일: 2020.11.26.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와 미중갈등 _ 31

Ⅱ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과 평가

김영준 (경상대학교)

1. 서론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 협정: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3. 통상 정책 분야 평가
4. 결론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통상 정책에
대해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정책성과들은 북미자유
무역협정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미일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상품 협정과 디지털 무역협정, 미중 1단계 무
역 합의이다. 본 논문은 이들 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결과물로 제시한 개정 또는 새로이 체
결된 무역협정들은 미국의 교역대상국들과의 관계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
벽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시기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
부의 통상 정책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 갈등과 마찰로 인해 미국 역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 주제어 |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무역협정, 무역갈등

1. 서론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파격적인 정책공약을 제
시하며 승리를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큰 변
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그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 지역
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층을 겨냥한 공약들은 중국과의 교역관계와 국제무역 질
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 조치와 북미자유무
역협정(NAFTA) 탈퇴는 이러한 우려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자유주의 국제질서, 특히 통상질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주
의 국제 무역질서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
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관세 인상 조치, 국내 무역법을 활용
한 교역 대상국들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우려의 제기가 부분적인 근거와 단편적인 분석에서 비롯되
었다고 비판하며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를 위해 본 논문은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임기인 2020년
까지 취한 무역통상 분야에서의 다양한 조치들과 합의들이 과연 출범 당시 제기
되었던 우려와 걱정들이 현실화되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과 추진해온 자
유무역협정의 개정과 합의들의 경과와 결과물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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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통상무역 정책들의 대내외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결과가 자유주의 무
역질서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 협정: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경과와 주요 내용
(1) 경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행정부 시절인 1987년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맺어진 ‘캐
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FTA)’를
기초로 하여 1994년 빌 클린턴(William Clinton) 행정부 시절에 맺어진 자유무
역협정이었다. NAFTA를 통해 세 나라 사이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북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NAFTA도 비난의 대상으
로 삼았으며, 선거 유세 동안 폐기 또는 재협상을 공언해왔다.1) 그가 NA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인해서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제조업 일자리들이 모두 멕시
코로 넘어가 버렸다는 주장을 하였다.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1)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8/09/24/president-trumps-claimsabout-nafta-us-auto-industry/(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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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업들인 포드와 GM과 같은 회사들이 멕시코에서 공장을 짓고 자동차
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2)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격전지로 꼽혔던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이 지역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대선 승리를 얻는데 기초가 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 공약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NAFTA
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였다. 2017년 8월 세 나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는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논의할 회의를 개최하였다.3) 이후 재협상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연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세 나라는 이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미국은 NAFTA 협정은 불공정하게 맺
어진 협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이로 인해 미국이 캐나
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불공정한 협정을 개선하여 세 나라에 모두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면 NAFTA
의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주요 내용
초기 협상에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상품교역(trade in goods) 수지 흑자폭 감
축, 둘째, 제조공정의 최소 85%가 북미 내에서, 50%가 미국 내에서 이뤄진 자
동차만 역내 생산제품으로 인정하도록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개정, 셋째, 미국 국
적 기업들에게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정부조달 사업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되
미국은 ‘미국구매법(Buy American Act)’를 통해 정부조달 시장 보호를 허용할
것, 넷째, ISDS 제도를 포함하여 상계관세, 반덤핑, 세이프 가드 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를 폐지할 것, 다섯째, 캐나다가 운용하고 있는 낙농업 공급조절
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8/09/24/president-trumps-claimsabout-nafta-us-auto-industry/(검색일: 2020. 9. 12)
3) https://ustr.gov/usmca(검색일: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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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것, 마지막으로 현재
NAFTA에 규정되어 있는 매 5년마다 협정에 대해 세 나라의 재합의 후 연장 조
항을 일정 시점에 자동으로 협정이 폐기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으로
대체할 것 등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응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NAFTA 협정이 맺어진지 23년여가 지났으므로 NAFTA의 내용을 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처
럼 NAFTA가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는 않으며, 미국이 제시한
요구 조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 미국이 NAFTA 탈퇴한다면
캐나다 뿐 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와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뤄온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에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멕시코는
재협상으로 북미 세 나라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만일 멕시코에게
불리한 재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결코 협상에 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듯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협상이 시작된 지 약 1년 2개월 만
인 2018년 9월 30일, 세 나라는 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
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에 최종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에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세 나라가 합의한 USMCA 최종안에 담긴 주요 합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강화가 이뤄졌다. USMCA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의 역내 부품조달 비율을 NAFTA의 62.5%에서 75%로 12.5% 포인트
인상하였다. 또 역내에서 수출입하는 자동차의 최소 40%를 시간당 임금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들이 공정에 참여하도록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였다. 두 번
째는 캐나다 낙농시장의 개방 폭 확대이다. 캐나다는 USMCA를 통해 정부의 가
격 통제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또 현재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서 운영 중인 수
입쿼터제를 완화하여 일부 유제품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특
히 캐나다는 자국 수입시장 점유율 3.59%를 미국 낙농품 수출 기업들에게 보장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강화와 생물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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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 Drug) 자료독점권 인정 대상의 확대이다. USMCA는 NAFTA는 물론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던 TPP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 생물의약품 관련 자료를 독점하게 해주는 정보보호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ISDS 규정이다. 당초 미국이 요구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USMCA
의 분쟁해결 절차는 NAFTA에서 규정하였던 바와 동일하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
세 나라가 공동패널을 구성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합의가 이뤄진 듯하였던 새로운 무역협정은 그러나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좌초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반인 2018년 11월 6일
에 치러진 연방의회선거, 이른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에서 야당인 민주
당이 연방하원에서 차지하고 있던 기존 의석에 41석을 더 얻어 모두 236석을
차지하게 되어 199석을 차지한 공화당으로부터 연방하원의 다수당의 지위를 가
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였던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행정부-의회 관계가 형성되었다.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연방하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저지하려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USMCA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주도 아
래 연방하원에서는 USMCA의 합의사항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준을
거부하였다.4) 연방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주로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의 합의
사항들이었으며, 일부 합의내용을 이행할 국내 이행장치가 약하다는 문제도 제
기되었다. 미국 내 사정으로 USMCA의 처리가 늦어지자 캐나다 의회 역시
USMCA의 비준 절차를 중단하였다.5)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였고, 2019년 12월 10일에
미국 연방하원이 제기하였던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담은 USMCA 개

4) https://www.cnbc.com/2019/11/14/nancy-pelosi-says-a-usmca-trade-dealbreakthrough-could-be-imminent.html(검색일: 2020. 10. 12)
5) 멕시코는 2019년 6월 19일 USMCA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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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서 (US-Mexico-Canada Agreement Protocol of Amendments)에 대
한 서명이 이뤄졌다.
[표 1] USMCA 기존 합의 내용과 개정의정서 내용 비교
구분

기존 USMCA 합의 내용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막을(Panel

집행

Blocking) 수 있는 권리 허용

USMCA 개정의정서 내용
관련 문구 삭제

(enforcement) 집행 과정의 불분명한 절차 일부 증거 규칙(Rules of Evidence) 도입:
포함

무역협정 최초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행조치가
취해지기 전 노동자에 대한 폭력 지속되거나 되풀이되어야(‘Sustained or
이 지속되거나 되풀이되고 있음 Recurring’) 한다는 요건 삭제
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음.
[분쟁해결] 노동규범 위반 증명
에 매우 불리한 체제
- 노동규범 위반을 증명하기 위 노동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
해 제소국이 ‘무역 또는 투자 을 미친다는 가정 신설: 입증 책임 전환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임’을
노동
(protecting
American
workers)

입증해야 했음.
[강제노동] 자치(Self-Policing)
규정 존재
- ‘(각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관련 문구 삭제
조치를 통해(through measures
it considers appropriate)’
[멕시코 한정]
- 노동 담당관(Labor Attachés) 신설
노동 관련 모니터링 정도 약함

- 주요 판단기준(benchmark) 마련
- 정부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신설
- 의회에 지속적인 보고 의무 부여

노동 집행 정도 약함.

새롭고 강화된 노동 중심 집행 메커니
즘 신설

환경규범 위반 증명에 매우 불
리한 체제
환경
(environment)

- 환경규범 위반을 증명하기 위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
해 제소국은 ‘무역 또는 투자 을 미친다는 가정 신설: 입증 책임 전환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임’을
입증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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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USMCA 합의 내용

USMCA 개정의정서 내용
- 7가지 다자간 환경규범(MEA) 채택,

환경규범 수준이 낮음.
환경

이행 및 유지 약속 추가
- MEA와 무역협정 의무 이행에 있어
MEA 규정 우선
환경 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environment)
환경 모니터링 정도 약함.

Attachés) 정부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신설

생물의약품에 대한 10년간의 자료

관련 규정 삭제
독점으로 인한 시장 독점 보장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건 인정 관련 규정 삭제
임상시험 정보에 대해 추가 3년
관련 규정 삭제
간의 정보 독점 보장
제너릭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 촉
의약품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촉진 실패 진을 위해 규제 검토(Regulatory review)
조항 개정, 정보보호 규정 개정
-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개정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
역협정에서 포함한 의약품 접근
향상에 대한 중요 원칙 포기

- 멕시코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개정안에는
제너릭 경쟁을 위한 인센티브와 투

명성 향상을 위한 문구를 포함함.
출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40 pp.4-5에서 재인용

[표 1]에서 보여 지듯이 개정된 USMCA 내용의 대부분은 미국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고,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규범을 지키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
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10년간 자료독점권이 삭제됨으로 인
해 거대 제약회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장치를 제거하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는 개정이 완료된 USMCA에 대한 국내 비준 절
차를 다시 밟기 시작하였다. 최초 합의된 USMCA를 가장 먼저 비준하였던 멕시
코는 2019년 12월 12일 의회가 개정 합의를 통과 시켰다.6) 캐나다는 당초 예정
6) https://www.ctvnews.ca/business/mexican-senate-ratifies-changes-to-usmcatrade-pact-1.4728578(검색일: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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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회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져 2020년 3월 13일에 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졌다. 미국은 개정 합의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로 2019년 12월 19일 연
방하원을 통과하였고, 2020년 1월 16일 연방상원을 통과하였으며 트럼프 대통
령이 2020년 1월 29일 서명을 함으로써 국내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멕시
코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USMCA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USMCA 발효
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미국은 2020년 6월 1일부터 USMCA를
발표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시 한 달을 연기하
여 최종적으로 USMCA가 발효일은 2020년 7월 1일로 결정되었다.7)

나. 한미 무역협정 개정 협정
(1) 경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
임하게 되면 재협상하겠다고 하였던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기존 무역협상들 중
대표사례로 거론되어왔다. 그는 선거 유세 도중 수차례에 걸쳐 한미 자유무역협
정이 “끔찍한 협상”이라고 발언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을 폐기하겠다고 까지 할 정도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8)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나서 약 6개월만인 2017년
7월 1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22.2
항에 의거, 특별위원회(Special Session) 구성을 우리 측에 요구함에 따라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9) 이후 약 14개월에 걸친 재협상
끝에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문에 직접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공식적으로

7) USTR https://ustr.gov/usmca(검색일: 2020. 11. 2.)
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2-07/south-korea-seeks-todispel-misunderstanding-of-fta-with-u-s(검색일: 2020. 11. 21)
9)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7/july/
ustr-calls-special-session-under-us(검색일: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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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2) 주요 내용
두 정상이 조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전 협정과 달라진 주요 부분들은 다
음과 같다.10) 첫째는 이번 협정 개정과정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자
동차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이뤄진 개정에는 미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
우선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미국 수출시 부과되는 25%의 관세철폐기
간이 유예되었다. 기존에 합의되었던 관세철폐 시기는 20201년이었는데 이를
2041년 1월 1일까지로 미룬 것이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 적용되
는 안전기준은 제작사 별로 연간 50,000대까지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인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를 충족한
경우 한국 정부의 자동차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동차 교체부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역시 우리 정부의 안
전기준을 총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
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정부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해석을 요청할 경우 기존 미국 정부의’회신의무 ‘의 등급을 상향하여’
신속한(without undue delay) 회신의무 ‘로 개정하였다.
자동차 환경 기준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뤄졌다. 매 5년마다 결정되는 국내 자
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은 2020년까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다음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국의 기준과 글로벌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와 방식을 미국의 기준과 조화시키기로
하였다.
두 번째 분야는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국가분쟁 해결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도 개정이다. 이의 개정을 통해 본안 소
송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를 추가하는 등 ISDS 남소 제한
10)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
(검색일: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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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추가하여 우리 정부가 제소 당하였을 때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무역구제 관련 제도 개정이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
단으로 덤핑과 같은 수입규제 조사를 활용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 관세율 계산방식
을 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실사 개최 일자를 사전에 상대방
에게 통지하고 실사 이전에 실사의 개요와 실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
을 사전에 통지하며 실사가 끝난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 보고
서 작성 등의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덤핑⋅상계 관세를 책정할 경우, 계산방식
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마련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외에도 섬유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결정할 때 일부 품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글
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개정에 대한 합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다. 미일 무역협정 개정 협정
(1) 경과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개선과 미국 농산물의 일
본의 농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대
해 지속적으로 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해왔고, 2018년 9월 26일에
열린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11)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일본이 추
진하였던 다자 무역협정으로 인한 미국 농축산 업계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이 탈퇴하였던 TPP협정을
11) 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검색일: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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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추진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발
전시켜나가고 있었다.12) 또 EU와는 ‘경제 동반자 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된 CPTPP의
경우, 미국과 달리 두 나라가 일본 수입시장에서 특혜관세 대우를 받게 될 가능
성이 높아졌다.13) 이로 인해 일본이 두 무역협정을 성사시킬 경우 미국 농업과
축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 대두되면서 트럼프 대통
령의 지지층이 두터운 중서부의 중심 산업인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졌다.14)
이러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2018년 5월 미국은 일본에 대해 1962년
에 제정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국가안보위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표는 일본의 최대 대미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이었다.15) 일본 정부
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오던 무역협상 압력에 대해 미국의 TPP
참여 요구로 대응하며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 양자 무역협상을 수락하게 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8년 9월 26일 발표한 미일
정상 합의문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공동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6) 이는 두 나라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위협
을 명분으로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의미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미국 자동
차 산업의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이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
하는 것과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12)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in-force/cptpp/(검색일: 2020. 9. 23)
13) 위의 글.
14)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8/03/09/as-the-tpp-liveson-the-u-s-abdicates-trade-leadership/(검색일: 2020. 9. 23)
15) 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검색일: 2020. 8. 21)
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united-statesjapan/(검색일: 2020. 8. 23)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과 평가 _ 45

미일 두 나라는 2019년 4월 15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두 나라의 장
관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식 무역협상을 재개하였다. 이후 약 5개월여 동안
장관급과 실무급 회담을 거쳐 2019년 9월 23일에서 9월 25일까지 워싱턴 D.C.
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최종합의에 이르렀다.17) 두 나라가 최종 합의한 무역협정
은 두 개이었다. 첫 번째는 상품협정이었고, 두 번째는 디지털무역협정이었다.

(2) 주요 내용
① 미-일 상품협정 주요 내용18)
일본은 전체 594개 품목, 금액으로는 미화 72억 달러 (2018년 환율 기준) 규
모의 대미 농축산 수입품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품
목으로는 쌀, 임산품, 수산품, 공산품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본이 양허하기로 한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류 등 육류와 육류 관련 조제
품들이며 그 뒤를 곡물, 채소와 과실 조제품, 과실과 견과류, 육류⋅어류 조제
품이 잇고 있다.
일본이 인하하기로 한 전체 품목의 세부 인하내용을 살펴보자면 전체 양허 품
목들 중 4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산 소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에 부과하던 수
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소고기의 경우 합의 전 부과하던
38.5%의 관세를 2019년에는 26.6%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9.0%
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거
나 단계적으로 철폐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상품협정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시장개방 수준과 유사한 수준인 미화 72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7) 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us-japan-trade-agreement-text(검색일: 2020. 11. 9)
1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U.S.-Japan Trade Agreemen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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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대일 수입품 중에서 기계류가 금액으로 가장 많은
45.8%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전기제품, 금속공구, 광학기기가 이었다. 공산
품 중에서는 공작기계⋅잠금장치⋅증기터빈 등의 기계류, 자전거와 자전거 관
련 부품, 악기 등의 품목에 대해서 대일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합
의하였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현행 연간 200톤의 소고기 무관세 쿼터를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4천만 달러 규모의 농축산품에 대해 관세 양허를 하는 것으
로 합의가 이뤄졌다.
②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의 주요 내용19)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사이에서는 최초로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나라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한 데에는 디지털무역장벽에 가로막혀서 미국의
IT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원활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계무대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미국 내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미국
기업들의 국제 디지털 상거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WTO를 통하여 유럽연합과 중국 등의 국가들과도 디지
털상거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디지털무역
협정을 우선 체결하는 것이 이후 다른 국가들과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전
자서적,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의
원칙이 합의되었다. 또 전자적으로 전송이 되는 두 나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19)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Text, 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us-japan-digital-trade-agreement-text
(검색일: 2020. 11. 9)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과 평가 _ 47

서로 차별하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도 합의되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뤄지는 국경을 넘는 정보 및 데이터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공
공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 되는 경우에는 제한하기로 하는 정보의 이전 원
칙이 합의되었다.
또 두 나라가 각기 자국 내에서 상대방 국가의 IT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현지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현지에 컴퓨팅 설
비를 설치할 것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또 소프트웨어의 수
입, 유통, 판매, 그리고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를 공개하거나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전
자서명의 허용,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과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들 사이에 협력하
기로 합의하였다.
두 번째 범주에 들어가는 합의 내용들은 알고리듬, 금융관련 데이터, 공공데
이터, 암호화 기술, 조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무역규범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
째로 알고리듬 관련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두 나라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소스코드에 포함된 알고리듬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강제로 이전을 요구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데 합의하였다. 두 번째 금융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금융데이터
를 데이터현지화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두 나라가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
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나라가 상대국가의 금융데이터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보
유한 공공데이터를 기계가 판독가능하고 개방된 형태로 서로에게 제공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넷째 암호화 기술에 대한 합의 내용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동하는 ICT 제품과 디지털 서비스에 특정한 암호화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조세분야에서 두 나라가 합의한 내용은 국제조세협
약이 정한 바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디지털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교역품들과 비교하여 디지털제품을 조세로 차별하지
말아야한다는 정책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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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제작한 유해하거나 불법한 디지털 콘텐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
의하였다.

라. 미중 1단계 무역협정
(1) 경과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우
선순위였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중국 시진핑 주석
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가 이뤄진지 두 달여 만인 2017년 6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약 340억 달러어치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181개 품목에 대해
25%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이후 이어질 다양한 무
역 제재 조치의 시작이었다.
중국은 2017년 11월 2차 정상회담에서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교류에 합의
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2월 태양광판 패널,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
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양두 나라 사이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
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4월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1,333개의 첨단제품
중심의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역시 즉각 보복관
세부과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 덤핑여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6월 15일에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을 포함한 1,102개 품목에
500억 달러 상당의 25% 관세를 부과 계획은 발표하였다. 중국도 미국 발표 직
후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1차 관세 대상, 340억 원 규모)과 화
학 공업품, 의료설비, 에너지 제품 등 114개 품목(2차 관세 대상)에 25%를 부과
할 뜻을 밝혔다. 같은 해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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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2018년 7월 6일에 340억 달러 (818개 품목)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25%의 관세,
8월 23일 160억 달러 (279개 품목)에 25%의 관세, 9월 24일에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조치
에 대응하여 7월 6일에 340억 달러 (545개 품목)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의 관세를, 8월 23일에 160억 달러(114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9월 24일에는
2,000억 달러(5,207개 품목)에 5∼10% 차등관세를 부과하였다.
2018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두 나라
는 서로에 대한 관세 보복을 잠시 중단하였다. 미국은 2019년 1월부터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10%를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으며, 중국은 미국
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40%의 관세를 인하하고 상당 규모의 미국 농산품, 에너
지, 공업 상품의 구매를 약속하여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2019년 5월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과
3,250억 달러 규모의 3.805개 대중 수입품에 대해 추가 25%의 관세를 부과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격화된 미중은 일본 오사카 G-20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다시
한 번 관세전쟁의 일시 휴전을 선언한 후 또 새로운 무역협상을 재개하였다. 그
러나 두 번째 휴전 또한 오래가지 못하였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
정하기에 이른다. 2019년 12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
저는 두 나라가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는 발표를 하였고, 약 한 달여 뒤인 2020
년 1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 부총리가 1단계 무역합의안에 공
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로 시
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1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다.20)

20) http://tepri.kist.re.kr/?p=3447(검색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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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대중 무역 조치 일지
날짜

조치

2017. 4.

미중 정상회담

2017.6.1

특별 관세 부과 조치

2017.8.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

주요 사항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합의
181개 품목(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에 특별 관세 25% 부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2017.11

미중 정상회담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교류 합의

2018.2

세이프 가드 발동 조치

태양광판 패널,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브 가드 발동

2018.3.22

트럼프 대통령, 관세와
투자관련 행정명령 서명

2018.4.3

관세 부과 대상 발표

2018.5.28

관세 부과 대상 발표

중국산 수입품(500억달러)에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발표(500억불 규모)
중국산 첨단기술품목에 대한 관세 25% 부과방
침 발표

2018.7.6

1차 관세부과 조치 시행

818개 대중 수입품(미화340억 불 규모)

2018.8.23

2차 관세부과 조치 시행

279개 160억 달러 대중 수입품 25% 관세 부과

2018.9.24

3차 관세부과 조치 시행

5,745개 2,000억 달러 대중 수입품 10% 관세 부과

(미⋅중 정상회담)

무역 협상 재개 합의

2018.12.1

2019.5.5

2019.6.29
2019.8.6.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90일간 대중 추가관세 부과 유예
3차 부과세율 상향 조정
추가 무역제재 발표
(미⋅중 정상회담)
일본 G20 정상회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2019.12.13 1단계 무역합의 발표
2020.1.13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2020.1.15

1단계 무역합의 서명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3.805개 3,250억 달러 대중 수입품 추가 25%
관세부과 계획 발표
미국 대중 추과 관세(3,000억달러 대상) 부과 유예
무역협상 재개 합의
거래제한 명단에서 화웨이 제외 가능성 언급
재무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두 나라가 1
단계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발표
재무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출처: 미국 정부 및 언론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중국의 무역수지 조정, 환율 조정, 금융시장 개
방과 함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적되었던 지적재산권 강화와 기술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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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관세 폐지 및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조치를 해제하였다.

(2) 주요 내용
미중 두 나라가 합의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담긴 주요 합의 사항들은 지식재
산권, 기술이전, 농식품 교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교역확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1)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 합의 내용
합의문은 중국에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며, 영업기밀, 핵심기술 유
출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할 수 있게 세부 사항을 조정하
며, 사법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규정하였다. 또 특허권 및 제약 관련 지적재
산권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해
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중국 측이 노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표 도용, 유사상표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합의하였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품 거래 및 위조품 생산, 판
매 에 대해 처벌 강도, 위자료 지급, 벌금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 방안도 모색하
기로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지적재산권 판정이 너무 느리고, 처벌 강도가 너
무 가벼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
가 신속한 법정 절차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칙금과 위자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21) 이하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 phase%20one%
20agreement/Economic_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
China_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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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분야 주요 합의 내용
그동안 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장애가 되어왔던 강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은 기술 보유자-수혜자의 자유로운 양자 간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업이 외국 기업에 시장 접근 권한, 행정적 승인,
투자 협약 등을 빌미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 또는 기업이 외국 기술 불법 취득을 위해 행정적 지시, 출자 지원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행정적 승인과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농식품 교역 분야 주요 합의 내용
중국은 매년 최소 4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식품, 농산품, 해산물을 향후 2년
간, 최소 총 800억 달러 어치를 수입하기로 약속하고 향후 2년간 추가적으로
50억 달러 규모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투명한 자국 농업 지원 규정을 지키기로 합의하며, 자국 쌀, 밀 농
가 지원 관련 WTO 규정을 2020년 3월 31일까지 따를 것을 약속하였다. 그 외
육류, 유제품, 돼지고기, 가금류 등 품목별 세부 합의를 이루었다.
 금융 서비스 분야 주요 합의 내용
중국은 2020년 4월 1일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업의 외국주식 보유 한
도를 폐지하고 미국 증권사가 중국 금융시장 접근 권한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허가증 발급 및 승인 행정업무
에 차별이 없도록 약속하였다. 보험업에서도 2020년 4월 1일까지 생명, 건강,
연금보험사의 외국주식 보유 한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보험업 허가 발급
및 승인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차별 없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로 하였
다. 또 중국은 미 은행에 증권, 자금 수탁서비스 승인 및 허가증 발급을 위해
글로벌 자산을 고려하기로 약속하고 미 은행의 중국 채권 시장 거래 허가증 신
속한 발급을 위해 미 은행의 글로벌 위상을 고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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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은행 부채관리를 미국 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신속히 발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폐쇄됐던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미국 신용카드, 체
크카드 회사의 중국 내 영업 권리 및 신속한 허가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
고, 미국계 신용평가사의 중국 진입을 막는 규제 장벽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정책 분야 주요 합의 내용
합의문은 공정한 경제 정책 및 환율 정책을 위해 중국의 투명성을 강조하였으
며, 특히, 통화정책 관련 및 환율 조작을 막기 위해 의도적 환 평가 절하, 목표
환율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 서로 정책의 투명성을 지속적으
로 감시하는 한편, 위반 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이 안정성을 찾을 것이며, 미국 수출업체가 불공정
한 환율 문제로 경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무역 확대 분야 주요 합의 내용
중국은 향후 2년간 4개 분야, 최소 20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
하기로 하였다. 4개 분야는 공산품, 농산물과 식품, 에너지, 금융과 서비스업인
데, 우선 공산품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제조기기, 전자기기, 의료기기, 비행
기, 자동차 등 최소 12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기로 하고, 2021년에는 최소
131.9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번째로 농산물과 식품 분야에서는 대두, 목화, 곡물, 에탄올, 수산물 등
최소 800억 달러 규모를 향후 2년간 수입하기로 하는 한편, 매년 50억 달러 규
모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0년에 액화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 최소 301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기 약속
하고, 2021년에는 최소 455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서비스 업종에서는 금융, 보험 서비스 외에도 클라우드, 여행업 서비스
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서 2020년 최소 999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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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최소 1,122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3. 통상 정책 분야 평가
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통상 협정 평가: 대외 영향
앞서 살펴본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체결된 미국의 통상협정을 통해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첫 번
째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가장 큰 비판중 하나인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가 훼손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 협정 또는 통상
협정의 협의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에서는 과격한 수사와 조치들이 있었던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실제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반드시 독단적 행동을 취하
였다거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입장만을 내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
인 사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개정 과정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이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의 특징은 개정의 범위가 작은 협상이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언하였던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한미 자
유무역 협정의 재협상은 작은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큰 폭의 개정 없이 두 나라의 관심 사안에 한정하여 개정될 수 있었던 이유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측이 어떤 절차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시
작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미국 행정부가 외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
을 경우에는 의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연방의회로 부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을 통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한다.22)
22) https://ustr.gov/trade-topics/trade-promotion-authority(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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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협상의 전 과정을 연방의회에 통보하고 협상 내용을 연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협상안에 따라 국내법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
방의회가 ‘이행법안(Implementing Bill)’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
과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연방의회가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을 때 미국
무역대표부가 밟은 절차는 미국 국내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었다. 대신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절차
인 특별위원회(Special Session) 구성을 우리 정부 측에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미국의 국내법이 아닌
한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선택에는 한국 정
부와 협상에 나서는 행정부에게는 협상 과정에서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
고, 협상 결과를 연방의회의 찬반 투표에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을 통해 미국 내에서 이미 효력이 발생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을 바꿔야하는 수준의 협정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였
던 목표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개정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게 일방적인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미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방의 영역과 수위를 절충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전 합
의에 비해 두 나라 모두 통상 개방의 폭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협상의 경우 과정은 매우 거칠었다. 여러 차례의 관세 부과와 환율조
작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영역에서 압박정책을 펼쳐 중
국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달한 1단계 합의는 당초 목표했던 수준
보다는 낮은 수준의 합의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결과를 보다 세밀히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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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법 개정을 통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외국계 금융사의 중국 지사가 자산운용
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9월 2일, 씨티은행(Citi Bank)이
미국 은행으로는 최초로 중국에서 펀드 수탁업무 면허(Custody License)를 취
득했다.23) 씨티은행은 이번 면허 취득으로 중국에서 뮤추얼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달 21일 중국에서 전유 자산
운용사업을 설립하는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신용카드 업체인 아멕
스는 자사의 중국 합작법인 ‘리엔통(連通)기술서비스’가 지난 6월 13일 중국 인
민은행으로부터 현지 은행 카드 거래 취소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뮤
추얼 펀드인 뱅가드(Vanguard)는 홍콩과 일본 사업을 폐쇄하고 향후 6개월에
서 2년 안에 아시아 본사를 상하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4)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중에도 중국 당국이 미국 은행에 자국 자산운용시장 진
출을 허용하고, 금융업의 개방 폭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의 결과로 중국의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수용 폭이 넓어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통상 협정 평가: 대내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수사와 실제 경제성과를 구분해서 분석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정책들이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미국의 월별 수출입액의 동향을 보
23) https://www.cnbc.com/2020/09/02/us-financial-firms-make-inroads-into-thechinese-market.html(검색일: 2020. 11. 3)
2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8-26/vanguard-to-exit-etfbusiness-in-hong-kong(검색일: 2020. 11.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과 평가 _ 57

면, 먼저 연간 수입액의 변화 추이는 매년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금액이 증가하
는 유사한 패턴을 매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미국의 수입액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월별 수입액을 비교하였을 때 2018년 월별 수입액이 2017년에 비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25) 수출액의 경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의
수출액 변화 추이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이후 미미하나 수
출액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거나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
석하기 어렵다. [그림 1]은 2017년 1월에서부터 2020년 1월 사이 미국의 무역
수지 동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20년 1월까지의 무역수지로만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보
다 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감소되는 것으로 보였던 무역수지 적자는
곧바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후 비록 폭은 다르지만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무역수지 동향 (2017.01-2020.01)

25) https://usatrade.census.gov/(검색일: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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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The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 ISM)가 매달 발표하는 구매자 지수가
있다. 이 지수는 제조업 경제활동에 대한 선행지수로 활용된다.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수인 것이다. 제조업구매자
지수의 수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축소를 의미한
다. [그림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공급
관리자협회의 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분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
범 이후 줄곧 50 후반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던 구매자 지수는 2018년 4분기에
서 2019년 1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변곡점을 맞은 후 하락추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9년 4분기에는 경기확장과 위축을 구분 짓는 50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림 2] 분기별 제조업구매자 지수(ISM Index) (2017.1~2020.1)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이 추진한 통상정책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다른 국가
들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현실
화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정책의 결과가 미국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가
져다 줄 수 있을 만큼 국제무역질서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 지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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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드러났다.
[표 3] 미국 연평균 실업률 (2009-2019)
년도

연평균 실업률(%)

2009

8.5

2010

9.6

2011

8.9

2012

8.1

2013

7.4

2014

6.2

2015

5.3

2016

4.9

2017

4.3

2018

3.9

2019

3.4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data.bls.gov/pdq/SurveyOutputServlet
*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는 반올림

[표 3]은 미국의 전국 단위의 연평균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9년에서 그 이듬 해인 2010년 기간을 제외하고 이 기간 중 전
국 실업률은 해마다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
막 해였던 2016년 전국 실업률은 4% 대로 낮아졌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두 번째 해인 2018년에는 다시 3%대로 낮아졌다. 그리고 2019년에는 3.4%를
기록하여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
의 치적으로 적극 홍보해왔다.26)

26)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s-unemployment-rate-falls-50-year-low/
(검색일: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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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러스트 벨트 지역 GDP 성장률 2014-2019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그림 3]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러스트 벨트(Rust Belt)지역이
라 불리는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의 GDP 성장률을 보여준다. 러
스트 벨트 지역은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지지 기반이 된 지역
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곳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여, 정치적
상징이 큰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3년인 2014년부터 2016
년과 트럼프 행정부 임기 3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나눠 보면, 두 기간
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시간주의 경우
GDP 성장률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가 더 높기도 하다. 또한 펜실베니아주와 위
스컨신주의 GDP 성장률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 다소 나은 이유도 2018년의
높은 경제 성장률 덕분이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실업률도 오바마 행정부 시
기의 정책들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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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과거 미국의 정책 기조 그리고 정책 집행
방식에 비춰보면 파격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하였던 정책들이 집행되는 과정과 정책이 집행된 결과를 분리해서 평가하지 않
으면 실제 정책의 결과를 호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논문은 그러한 관점
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외 무역정책이 가져온 대외와 대내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영향을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정책성과를 통해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
상으로 삼은 정책성과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개정 한미자유무역협정, 미일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상품 협정과 디지털 무역
협정, 미중 1단계 무역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통상무역 관련 공약을 포함
한 다양한 공약들의 파격성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국제사회는 자
유주의 통상질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
한 관세 정책, 강압적 무역수지 조종 정책등을 두고 평가한다면 이러한 우려들
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
부 시기 개정되거나 새로이 체결된 통상협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전
시기에 비해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
국과의 무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
려를 낳게 된 큰 이유였다. 그러나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미국 역시 상호적인 조취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유 무역의 폭이 확대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본 논문
을 통해 확인되었다. 미국의 대외무역 수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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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
었고 개선된 듯 보인 무역수지는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의 부차적 변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의 경제도 결코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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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Young Joon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in two aspects.
First, whether it has promoted anti liberal international trade order. Second,
whether the U.S. is the only country benefited from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trade policy. The analysis of this paper suggests neither is true.
The free trade agreements made by Trump administration show that the trade
barriers have become lower than previous era. Also the new trade
environment did not selectively favor the U.S.
Key Words: U.S., Trump Administration, Trade Policy, Trade Agreements, Trad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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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인호 ((재)미래정책연구소)

1. 서론
2. 미국의 아⋅태 전략보고서의 변천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동향
3.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
4.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5. 결론

2017년에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
전략｣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여
그 전략을 구체화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QUAD와 QUAD Plus를 활
성화하여 인도⋅태평양판 NATO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은 한국에게 몇 가
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미중간의 경쟁이 아⋅태지역에서 인도⋅태
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 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
에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가 지⋅전략적으로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과 연계되어 있어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등에서 한국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
QUAD가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안보동맹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
양판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
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아⋅태 재균형 전략, 쿼드,
쿼드 플러스

1. 서론

1)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중국 견제를 위한 ‘태평
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돼 22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가 배정됐다. 이는 2021년 미국의 행정부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
련해 준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소련의 붕괴 이후 아⋅태 지역의 질서체계는 종종
“Pax Americana”라고 불리며 미국이 지배하여 왔으나, 이러한 구도는 21세기
후반에 바뀌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
적 측면에서의 힘의 균형이 변하여 왔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휘청거리는 사이 급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여기
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다. 이에 당시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 전략｣을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
결 계획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
태 재균형 전략｣이라 불리는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채택했다. 미
국이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
용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부상과 역내 영향력이 확산된 데 따른 우려 때문인 것이었다. 이에 대응
하여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추진을 선언하
면서 아⋅태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며 오바
마 행정부의 아⋅태 지역에서 전략적 범위를 인도로 확대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
번호)(NRF-2019S1A5B5A07106905).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_ 69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전략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적극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정책이 미국의 대중정책
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의 대중정책은 오바마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트럼
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연속성 있게 변화되어 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인도⋅태평양을 지역 우선순위에서 최상위로 올리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이해와 가치에 반하는 세계질서
를 만들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이듬해인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선제적, 강압적 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 이
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
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3)를 필두로, 국무부의 ｢자유
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4) 백악관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5) 등
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여 왔다.
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p. 2, https://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
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2) Mike Penc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speech at the Hudson Institute, October 4, 2018,
https://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ence-s-remarks-on
-the-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
3)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
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
GY-REPORT-2019.PDF.
4) The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4,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
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5)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6,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
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4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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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중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중간 무역 전쟁이 시작
된 2018년 1월 이후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미⋅중간에는 코
로나-19 확산 원인과 피해를 둘러싼 책임론 공방에 더해 무역, 정치, 군사, 안
보, 홍콩문제 등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
수가 경고한 바와 같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질 우려가 현
실화될 수 있다.6) 지금 미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부상이 미국 국
익과 안보의 걸림돌이라는 데 견해차가 없고 중국도 미국의 공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패권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은 상당
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를 억제하려는 미국 트럼
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국, 일
본, 인도, 호주의 연합체인 쿼드(Quad)의 진행 추이를 전망 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미국의 아⋅태 전략보고서의 변천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동향
가. 미국의 아⋅태 전략보고서의 변천
미 국방부가 2019년 6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는 미 국방부가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에 아⋅태지
6) 박휘락,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뺷국제정치연구뺸, 제23집 제2호(2020, 06), pp. 107-110; ‘투키디데스 함정’의 우려를 제기
한 앨리슨 교수의 저서는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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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안보에 관한 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한지 19년이 경과된 후에 발표된 것이
다. 냉전 종식 이후 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아⋅태 전략보고서
를 발간하였는데, 조지 H. W. 부시(George H. W. Bush) 행정부 시기 2차례,
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 시기 2차례 그리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
차례 등이다.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은 조지 H. W. 부
시 행정부 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21세기를 내
다보고 의회에 2차례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I) 보고서7)는 냉전 종료 시점인 1990년 4월에
발표되었고, 두 번째 보고서(EASI II)8)는 1992년 4월에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보고서의 업데이트 버전인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 동안에도 두 개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제1차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9)는 1995년, 후속편은 1998년에 발표되었
다.10) 조지 W. 부시 행정부 기간에는 9⋅11 테러 사태로 부시 행정부가 중동문
제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 전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기 때문에 지역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여러 계기로 ｢아⋅태
재균형 전략｣(Rebalancing Policy, Pivot to Asia)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추
진했으나 공식적인 ｢아⋅태 전략보고서｣는 관료⋅정책적 이유로 발간되지 못했
다는 것이다.11)
7) The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April 1990, https://babel.
hathitrust.org/cgi/pt?id=uc1.3182201 8798785&view=1up&seq=1.
8) The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April 1992,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c1.318220
15339674&view=1up&seq=1.
9) The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24, 1995,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east-asia-strategy-report/.
10)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8, http://ryukyu-okinawa.net/downloads/usdod-easr98.pdf.
11) Patrick M. Cronin,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in Edited By Dr. Satoru
Nagao, Strategies for the Indo-Pacific: Perceptions of the U.S. and Like-Mi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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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범위를 확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
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3년차
를 맞아 국방부가 2019년 6월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재균형 전략｣을 대체한
지역적으로 확대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를 공식 발표했다.12) 동
보고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섯 번째 지역보고서로 2017년 11월 백악
관이 구상한 것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표 1] 미국의 아⋅태 전략보고서 변천
대외

EASI I(’90)

EASI II(’92)

미국의

지역별 선택적

정책

리더십+다자협력 개입(서유럽→

기조

(봉쇄전략 종식)

동맹

재조정

정책

(병력축소)

EASR(’95)

EASR(’98)

IPSR(’19)

개입과 확대

포괄적 개입

힘을 통한 평화

아태지역)
동맹의 유지
확대(zone of
peace 확대)

’97.9
미일동맹

미일방위협력지

한미동맹 유지

침 개정으로
동맹 강화 초석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안정적

핵⋅미사일

초기단계/

정책

미중관계 유지

확산 관련

장기목표

정책 ‘우려’

불분명

대중국 ‘포괄적
관여’(미중
군사교류 증대)

한반도

주한미군
7,000명 철수

북핵 문제로
추가감축
(6,500명)
연기

한반도 억지/
북한의 위협
잔존

기반한 지역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
(수정주의 국가)/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 확보

(우려표현 삭제)
’90-’92

재확인/
책임분담
중국은 규칙에

중국의
대중국

동맹공약

통일 이후에도
한국 주둔 희망

북한은 위협요인

출처: 김성한, “미국의 新안보 구상과 동아시아 전략,” 뺷국방정책연구뺸, 제25권 제4호(2009 겨울), p. 68와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Countries, Hudson Institute, December 2019, p. 13. https://www.hudson.org/
research/15553-strategies-for-the-indo-pacific-perceptions-of-the-u-s-and-li
ke-minded-countries.
12)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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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개념과 정책 추진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규정하는 인도⋅태평양은 지리적
개념으로 그 범위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인도의 서해안까지의 영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인
도양으로 확대시킴으로서 중국에 대한 확장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구상이
다. 즉,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독주와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
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이전에 호주 등에서 간간히 사용되어 왔지만, 이
개념이 외교전략 개념으로 최초로 사용된 것은 2007년 1월 인도 해군전략가 구
르프리트 쿠라나(Gurpreet S. Khurana)가 Strategic Analyses에 게재한
“Security of Sea Lines: Prospects for India-Japan Cooperation” 제하 논
문에서 비롯되었다.13) 동 논문은 인도와 일본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 동아프리
카와 서아시아 연안에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아시아 연안에 이르
는 해양 공간을 ‘자유와 법이 지배하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으로 규정했다.
군사적 활동 반경을 넓히려던 일본은 적극 이를 환영했다.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는 2007년 8월 인도 의회 연설에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
평양’을 거론하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두 바다의 교류’(dynamic
coupling)

구상을

내놓으면서

‘4개국

안보대화’(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제안했다.14) 호주는 ｢2013 국방백서｣에 최초로 ‘인도⋅
태평양’ 개념을 사용했다. 전략적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격상된 셈이다.15)
13) Gurpreet S. Khurana, “The ‘Indo-Pacific’ Concept: Retrospect And Prospect,”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November 14, 2017, http://cimsec.org/
indo-pacific-concept-retrospect-prospect/34710.
14) CSIS, “South Korea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July 20, 2020,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and-free-and-open-indo-pacific-st
rategy; Kazi Emdadul Haq, “‘Quad’ Dilemma Amongst Member States,” The Daily
Observer, 12 July, 2020, https://www.observerbd.com/news.php?id=265108.
15) Rory Medcalf, “In defence of the Indo-Pacific: Australia’s New Strategic Map,”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Issue 4, (May 2014),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357718.2014.911814?scroll=to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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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부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일관성,
효과성, 자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
과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론은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후퇴하는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면서부
터 인도와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16)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양국 간 안보와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17)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 장관은 2017년 10월 18일 워싱
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다음 세기 인도와 관계 정
립”(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xt Century) 제하 세미
나에서 “중국은 인도와 같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도 책임감 없이 국제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도발은 미국과 인도
가 모두 지지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원하지만 중국은 이웃국가의 주권
을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미국
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움츠리지 않겠다”라고 밝
혔다.18)
2017년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
도⋅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하고, 11월 6일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
eedAccess=true.
16) Michael R. Auslin, “The Question of American Strategy in the Indo-Pacific,”
Islamism and the International Order, July 17, 2018, p. 10. https://www.hoover.
org/research/question-american-strategy-indo-pacific.
17) 오종수⋅박영서, “인도, F-16 공장 유치 관심,” VOA, 2017. 6. 26.
18) “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xt Century: An Address by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October 18, 2017, https://www.csis.org/analysis/
defining-our-relationship-india-next-century-address-us-secretary-state-rex
-till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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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평양’이라는 외교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심이 돼 아⋅태지역의 항행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
역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미국⋅일본의 ‘중국 포위’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많았다.19) 11월 8일 한국 방문 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항에는 “트럼프 대통
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
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
다”는 문구가 있었다.20) 이어 트럼프는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 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
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을 제시하면서 역내 모든
국가가 부강하고 번영하며 주권을 보장받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미국의 비전을 천명했다.21)
트럼프의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년 12월 발간한 ｢2017 국가
안보전략｣(2017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2018년 1월 발표된
｢2018 국가방위전략｣(2018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의 하위 전략으
로 공식화⋅구체화되기 시작했다.22) ｢2017 국가안보전략｣은 ｢인도⋅태평양 전
략｣이 구현된 최초의 공식문서로 가장 먼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고,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
로 내세웠다. 2017 NSS는 이러한 원칙 있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미국 본토 방
어,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4개의 기둥으로
즉,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s)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7 NSS는 지역적 차원의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을 상정하여
19) 나확진, “모디, 트럼프와 양자회담…인도-태평양 전략 논의 본격 가담,” 뺷연합뉴스뺸, 2017.
11. 13.
20) 조선일보,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뺷조선일보뺸, 2017. 11. 8.
21) U.S. Mission Korea,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확대,” 2018. 11. 18,
https://kr.usembassy.gov/ko/111818-advancing-a-free-and-open-indo-pacificregion-ko/.
22) 김도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뺷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뺸, 제
54호, 입법조사처, 2020. 8. 19, p. 2.

76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면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도 확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
정부는 ｢아⋅태재균형 전략｣에서 아⋅태지역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으나 트럼
프 행정부는 그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한 것이다.23)
2017 NSS가 발표된 지 1개월 후인 2018년 1월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2018 국방전략｣(2018 NDS)을 발표했다. 2018 NDS는 2017 NSS
의 내용을 국방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헤게모니) 추구를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전
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아⋅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하여 동 지역 내 핵심 동맹 및 동맹국 간 안보 관계망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과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 지속을 우선시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24)
이에 미국은 급격해지는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여 책임 지역을 아⋅태평양에
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면서 2018년 5월 30일 ｢미국 태평양사령부｣
(USPACOM: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USINDOPACOM: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로 명칭을 변경하
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당일
기념식 연설에서 “갈수록 커지는 인도양과 태평양 간 연결성을 바탕으로 오늘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한다”며 ‘수십
년 동안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꾸준히 적응해 왔으며 미국의
서방 정책에 따라 오늘도 그러한 유산을 이어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25)
2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p. 46.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
NSS-Final-12-18-2017-0905.pdf.
24) 한국국방연구원, 뺷NDS 2018: KIDA의 분석과 NDS 요약뺸(한국국방연구원, 2018. 2) 참고;
원문은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https://dod.defense.
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25) IPD Forum, “U.S. Pacific Command Gets New Name, New Leader,” Indo-Pacific
Defense Forum, June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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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일 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Asia
Security Summit: The Shangri-La Dialogue)에 참석하여 ‘미국의 리더십과
인도⋅태평양 안보도전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
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전략적 과제는 중국의 해양영역에 대
한 도전에 대한 대응임을 밝혔다. 연설에서 매티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해군력을 증강해서 전체적으로 해로 보장과 각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은 국방 첨단장비를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투자하고, 군사교육 및 안보협력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6)
2018년 7월 30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미국상공회의
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비전
(economic vision)을 제시하고 구체화 했다.27)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
양 전략｣의 군사적 측면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6월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여 구체화 했다. 국방부
에서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이어 11월에는 국무부가 외교적 차
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A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발표하였다. 2020년 5월 20일 백악
관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미 국
방부가 발표한 ｢2017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후속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
후 대중국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집약한 보고서이다.28)
이러한 일련의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26) 김귀근, “매티스 美국방 ‘주한미군, 북미정상회담 협상 대상 아냐,’” 뺷연합뉴스뺸, 2018. 6. 2.
27) Michael R. Pompeo,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July 30, 2018,
https://www.state.gov/remarks-on-americas-indo-pacific-economic-vision/; 최
원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근 동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IFANS Focus,
Sep. 4, 2018, pp. 1-2 참조.
28)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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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기의 선언적 구상단계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 전략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대중국 측면에서 전략을 구체화하여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경제적 측면은 마이크 폼페이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비전’에서, 군사⋅안보적 측면은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에서, 외교적 측면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에서,
그리고 대중국 측면은 ｢대중국 전략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 폼페이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비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30일 미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에서 인도⋅태
평양 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내용을 제시했다.29)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
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자유’는 각국의 주권이 다른 국가로부터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국의 긍정적인 통치 하에 모든 시민이 근본적 권리와 자유
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개방’은 바다와 항로의 접근성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역, 개방된 투자환경과 국가 간 투명한
협정, 역내 유대관계 개선이라 정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그 어떤 국가도 소외시키지 않
고 미국이 지향한 최상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협
29)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에 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은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kr.usembassy.gov/ko/073018-secretarypompeo-remarks-on-americas-indo-pacific-economic-vision-k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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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과거 기초 분야에 기금을 공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미래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구상에 1억
1,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 자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
하는 미국의 새 시대에 대한 착수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여, 국가 주권, 법의 지배, 지속 가능한
번영이 뿌리내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에너지를 통한 아시아 개발 및 성장 구상(Asia EDGE: Enhancing
Development Growth Energy Initiative)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5,000만 달
러를 투자하여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생
산⋅이전⋅저장⋅구현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방대한 천연 자원, 세계를 선도하
는 민간 기업, 정교한 개발금융 수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 전문성을 포
함하는 풍부한 에너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려는 목
표를 갖고 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의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국이 됨
에 따라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로,
3,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프로젝트 발굴, 파이낸싱, 기술 원조를 지원
하는 수단을 조율하고 강화하며, 이를 공유하는 부처 간 기구를 신설하고, 파트
너 국가들이 민간 법률 및 금융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업 자문 기금도 신설하는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을 통행 밝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투자 계획은 정치
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경제와 통상이라는 미시적 목표이며 거시적 목표는 미⋅중 간 패권싸움
에서의 주도권 확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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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2018년 1월 발표한 ｢2018 국가방위전략｣(2018
NDS)에 기반하여 미국의 국방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를 설명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미국 패트릭 섀너핸(Patrick M.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에 의해 싱가포르 샹그릴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소개되었다.
동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국익을 위한 최우선 전구(priority
theater)로 규정하고, 지역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명시하
고, 도전 요인으로는 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을 지역패권(regional power)과 미국의 세계패권(global preeminence)
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인식에 기반하여 동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3가지 노력선(line of effort), 즉 준비태
세(preparedness) 강화, 파트너십 (partnerships) 강화,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증진(promoting a networked region)을 제시하고 있다.30)
준비태세 강화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원칙 중의 하나인 힘을 통한 평화
(achieving 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 달성 및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분쟁이라도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통합군(Joint Force)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실전투입 가능한(combat credible) 전력을 전방배치하고, 강
력한 적대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트너십 강화는 기존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로
30)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p.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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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파트너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위
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역
내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 관계를 확대⋅심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네트워크 증진은 기존의 한⋅미⋅일, 미⋅일⋅호, 미⋅일⋅인의 3자 협
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다
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침략을 억제
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공동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안보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동 보고서는 일본을 현대화되는 동맹(modernizing alliances)라고 규정
하고,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로 언급했다.31) 호주는 ‘미래 인
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to the future)으로 언급 했다.32) 반
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린치
핀’(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으로 언급했다.33) 이 보고서대로라면 미일동맹이 인도⋅태
평양 지역의 핵심역할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미
국의 약속을 재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의 책임분
담, 즉 방위비 증액, 파트너십 구축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34)

31) Ibid., p. 22.
32) Ibid., p. 26.
33) Ibid., p. 24. 이는 한국 정부가 당시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34)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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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한지 5개월
후인 11월 3일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롭
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무부의 외교적 차원에
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에의 미국 관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 및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다.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며 거듭 중국에 대해 암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35)
보고서는 미국의 역내 목표는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국가
들 사이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신 미국은 모
든 국가의 주권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호혜적인 무역, 항행과 비행의 자유
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 등을 핵심적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36) 보고서는 미
국이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심화⋅강화하고 있다면서,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ASEAN을 거론하고 있다.37)
보고서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과 접근방법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개념(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concept), 인도의
동방정책(India’s Act East Policy),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Australia’s
Indo-Pacific concept), 한국의 신남방 정책(the Republic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그리고 대만의 신남향 정책(Taiwan’s New Southbound
Policy)과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8)
35) The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p. 4.
36) Ibid., p. 6.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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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획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에 대해 근거 없고 불법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역사적, 지리적 이점이 없고, 역내 국가들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
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39)

라. 백악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 20일 ｢미국의 대중국 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2017
국가안보전략｣(2017 NSS)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향후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40)
보고서는 중국은 경제, 가치관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은 2017 NSS에 명시한 미국민과 본토 수호, 미국의 번영 촉
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증대라는 4가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대응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
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여 미국 및 동맹
국의 이익침해 행위를 중지할 계획임을 밝혔다.41)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에 동조할 수 있는 파트너로 EU, ASEAN,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
만을 언급하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
설했다.42)

38) Ibid., p. 8.
39) Ibid., p. 23.
40) 한국국방연구원, 뺷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및 전문번역뺸,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
즈 2020-02, p. 6; 미국의 ｢대중국 전략보고서｣ 원문은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
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
ublic-of-China-Report-5.20.20.pdf.
41) Ibid., p. 1.
42)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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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미국의 대중정책은 ｢국가안보전략｣(NSS)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종속변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즉 미중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가안보전략｣에 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43) 이 보고
서에서는 중국을 중공(CCP: Chinese Communist Party)으로 지칭했고,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국가주석(President)에서 공산당 최고지도자를
일컫는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표기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RAND 선
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에 대해 ‘사실상 신냉전 선포’
라고 지적했다.44)

마. 평가
트럼프 행정부는 ｢NSS 2017｣, ｢NDS 2018｣ 발간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
에 대한 경제, 군사, 외교, 대중국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구체화했다. 관련 보고서들은 모두 중국의 위협과 전략적 경
쟁에 대비한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동맹 및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미 의회는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45)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으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더 강경한 대중정책을 강조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과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역설하고 있다.
향후 미중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대중견제 정
책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의 동참 가능성이
43) Ibid., pp. 6-7.
44) 김동현,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 ‘사실상 신냉전 선포’,” VOA,
2020. 5. 22.
45) 김도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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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한 압박정책은 대결 결과에 따라 양상이 달라
질 수 있으나, 이번 대선 결과로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더라도 대중 강경기조
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트럼프 행정부가 대아시아 정책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
는 가운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주로 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은 기존의 태평양 세력들인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만으로 반중 봉쇄가 벅차지자 인도를 끌어들여 적극적으
로 연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인도로 구성된 4개국 연합체인 쿼드(QUAD)를 활성화하
여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46) 이는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에 기인하는 것으
로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극 구사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맹전략을
새롭게 짠 것이다.
QUAD는 2004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쓰나미 피해 국
가들에 대한 구호 노력에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공동 지원을 함
으로써 태동되었고, 2007년 일본의 아베 수상이 이의 제도화를 제안했으나 호
주와 인도가 대중국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가운데 중
국의 반대로 추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틸러슨 국무장관이 QUAD 구상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언급하면서 재부상 하였다.47) 이후 2019년 9월 이들 4개국은 미국 뉴욕에서 처
46) Liu Zongyi,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urkish Policy Quarterly, vol. 18, no. 2(Summer 2019), p. 66.
47) Patrick Gerard Buchan and Benjamin Rimland, “Defining the Diamo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CSIS Briefs, March
16, 2020, pp 2-3, https://www.csis.org/analysis/defining-diamond-past-presentand-future-quadrilateral-security-dialogue; Kazi Emdadul Haq, “‘Quad’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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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쿼드 구축에 합의했다. 현재까지 QUAD는 정식 협
의체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외교장관 회담과, 회원국 간 다양한 2자, 3자, 4자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부장관은 한발 더 나가 2020년 8월 31
일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유럽의 NATO처럼 인도⋅태평양판 다자
안보기구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비건 부장관이 밝힌 인도⋅태평양
집단안보기구 구상은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기존의 QUAD에 한
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QUAD PLUS)를 공식 기구
화 하겠다는 것이다.48)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서는 QUAD 국가들인 일
본, 호주, 인도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QUAD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가늠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먼저 일본의 ‘인도⋅태평양’ 개념의 기원은 2007년 8월 인도 의회에서 행한 아
베 총리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두 대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라는 연설을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인 QUAD 설립을 주장했다.49) 당시 아베가 사용한 용어는 ‘인도⋅태
평양’(Indo-Pacific)이 아니라 광범위한 아시아(broader Asia)라는 개념이었
고, QUAD라는 개념도 이 때는 거대한 네트워크(immense network)로 사용되
었다. 그러나 아베의 1차 내각은 1년 밖에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에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부터 해당 개념이 다시 부각되었다. 2012년 12월에 출범
Amongst Member States,” The Daily Observer, 12 July, 2020; Derek Grossman, “The
Quad Is Poised to Become Openly Anti-China Soon,” The RAND BLOG, July 28, 2020,
https://www.rand.org/blog/2020/07/the-quad-is-poised-to-become-openlyanti-china-soon.html.
48) 김명진, “일단 한국 빼고… 미⋅일⋅호주⋅인도, 나토 같은 기구 추진,” 뺷조선일보뺸, 2020.
9. 2.
4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onfluence of the Two Seas” Speech by H.
E.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ugust 22, 2007,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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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베 2차 내각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새로운 지리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아베는 2012년 말에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라는 사설에서 인도⋅일본⋅미국⋅호주로 이어지는 안보 다
이아몬드 구상을 발표하였다.50) 2013년 2월 CSIS에서 행한 ‘일본이 돌아왔다
(Japan is Back)’라는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과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를 같이 사용했다.51) 2015년 1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외상은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태평양 시대에 일본과 인도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
다.52) 2016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
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뺷2017 외
교청서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공식적인 지역전략으로 등장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
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
다”고 밝혔다.53) 2018년에 들어와서 일본은 중국 및 ASEAN 국가들과의 관계
를 고려,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 구상 또는 비전’으로 수정하게
된다. ASEAN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전략이라는 용어 사용을 부
담스럽게 생각하였고, 일본도 중일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의 신임 총리도
QUAD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미국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을 염두에
두고 QUAD 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54) 그러나 일본은 미일관계와 미중관계의 현
50)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 27, 2012,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barrier=accesspaylog.
5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 is Back,” By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22, February, 2013 at CSIS, https://www.mofa.go.jp/announce/
pm/abe/us_20130222en.html.
52) Wada Haruko, “The ‘Indo-Pacific’ Concept: Geographical Adjustments And Their
Implications,” The RSIS Working Paper, No. 326, 16 MARCH 2020, p. 8,
https://www.rsis.edu.sg/wp-content/uploads/2020/03/WP326.pdf.
53) 이해영, “日, 中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국제사회 전파 나서,” 뺷연합뉴스뺸, 2017. 11. 8.
54) 박세진, “日 스가 첫 순방…中 견제 속 자극 피하는 ‘양면외교’ 전개,” 뺷연합뉴스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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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실용주의적 ｢인도⋅태평양 전
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55)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폭넓게 지지하고 있으나, 냉전 시기 동
안 유지했던 ‘비동맹주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국제질서 형성에 따라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실용주의 외교노선에 따라 모든 국가와 관계발전을 지향하고 있다.56)
인도는 중국과 정치/군사적으로는 국경분쟁,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및 인도양
진출 등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교역⋅투자⋅기후변화 등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해 나가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QUAD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유보해 왔다. 2018년 샹그릴라 회의 기조연설에
서 모디 총리는 중국을 의식해 QUAD 협력이 특정국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것임을 강조했다.57)
이런 상황이 2020년 6월 인도와 중국 간 라다크(Ladkh) 국경지역 갈완 계곡
(Galwan River valley)에서의 군사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인도의
QUAD에 대한 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라다크 국경
충돌을 계기로 인도에서는 반중 정서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모디 총리도
인도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의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결국 QUAD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58)
10. 22.
55) 조은일,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뺷한국과 국제정치뺸,
통권 109호(2020 여름), pp. 73-103.
56) Ben Dolven and Bruce Vaughn, “Indo-Pacific Strategies of U.S. Allies and Partner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January 30, 2020, p. 10, https://www.everycrsreport.
com/reports/R46217.html.
57) 나확진, “모디,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 제시,” 뺷연합뉴스뺸, 2018. 6. 2.
58) 이대우,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뺷세종정책브
리프뺸(2020. 8. 18), p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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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
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대 초반부터 로리 메드카프
(Roy Medcalf)같은 안보전문학자들에 의해 ‘인도⋅태평양’ 용어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학계에서 인도⋅태평양 문제가 활발히 논의 되었다.59) 메드카프는
인도⋅태평양을 “세계화 된 세계에서 다극성과 연결성에 의해 정의된” 지역으
로 대체로 해양, 전략 및 지경제적 시스템으로 보았다.60) 이러한 결과 등으로
호주의 뺷2013 국방백서뺸는 처음으로 한 장을 할애해서 인도⋅태평양의 개념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뺷2013 국방백서뺸의 인도⋅태평양 개념은 일본보다 덜 대
립적이었으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고 호주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도
설명했다. 호주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뺷2016 국방백서뺸61)와 뺷2017
외교백서뺸62)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뺷2017 외교백서뺸에서는 호주 정부는 “모든
국가의 권리가 존중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할 것”임을 밝히고, 호주의 미래 기반은 미국과의 동맹에 있음을 재확인했
다.63) 이로서 2013년과 2017년 사이 호주의 대중국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중국과의 인적⋅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세
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의 발전 방향

59) Rory Medcalf, “Indo-Pacific: What in a Name?,” The Interpreter, 16 August 2012,
https://archive.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indo-pacific-what-name. 이 논
문의 수정본은 “The Indo-Pacific: What’s in a Name?,” The American Interest, vol.
9, no. 2(October 2013), https://www.the-american-interest.com/2013/10/10/theindo-pacific-whats-in-a-name/. 백우열, 이기태, 이재현, 정구연, “쿼드 국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Asan Report (2019. 12), p. 45.
60) Rory Medcalf, Rory Medcalf ‘s lecture on “Mapping our Indo-Pacific Future,” 05
June 2018, National Security Colleg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ttps://nsc.crawford.anu.edu.au/news-events/news/12677/mapping-our-indopacific-future-rory-medcalfs-public-lecture.
61)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16 Defence White Paper(Canberra, 2016),
https://www.defence.gov.au/WhitePaper/Docs/2016-Defence-White-Paper.pdf.
62)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 Opportunity, Security, Strength (Canberra, November 2017), https://www.
dfat.gov.au/sites/default/files/2017-foreign-policy-white-paper.pdf.
63) Ibid.,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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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호적인 입장이다.64)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 등으로 구성된 QUAD를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발전
시키고, 나아가 기존 QUAD 4개국에 한국, 베트남, 브라질,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끌어들여 NATO형 다자안보기구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에 의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부장관은 8월 31일 인도⋅태평양판 NATO인
QUAD Plus 구상을 밝히면서 인도⋅태평양에서 NATO와 유사한 다자안보협력
체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이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Mark Esper) 국방장관도 9월 16일 랜드연구소(RAND) 연설에서 대중 견제방
안으로 인도⋅태평양판 NATO를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양자 협력
이 다자화 될수록 좋다”65)고 했다. 이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인도⋅태평양판
나토’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9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국제적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6)
미국의 대중 군사적 견제전략이 양자동맹에서 쿼드-->쿼드 플러스-->인도⋅
태평양판 NATO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020년 10
월 6일 일본 도쿄에서 2차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 인
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외교수장들은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
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연 1회 개최를 목표로 쿼드 회
의의 정례화에 합의했다.67)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2017년 11월에 이미 인도⋅태평양 전
략 동맹에 참가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
64) 이대우,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pp. 12-13.
65) 김동현, “에스퍼 장관 ‘역내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 대응,’” VOA, 2020. 9. 17.
66) 김석, “‘나토式 안보’ ‘中패싱 경제연합’...美, 對中봉쇄 구체화,” 뺷문화일보뺸, 2020. 9. 18;
Stephen Biegun, “Deputy Secretary Biegun Remarks at the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Forum,” August 31, 2020, https://www.state.gov/deputy-secretarybiegun-remarks-at-the-u-s-india-strategic-partnership-forum/.
67) 류지복, “비건, 중국 견제용 ‘쿼드’에 ‘다른 나라에도 열려있어’,” 뺷연합뉴스뺸,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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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미뤘다.68) 강경화 외무장관은 QUAD를 QUAD plus로 확대하여 중국을 압
박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69) 그러나 미
행정부의 안보관계 고위인사들은 기회 있을 때마가 QUAD는 4개국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에 열려 있다며 쿼드
플러스를 염두에 두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비
건 부장관에 의하면 미국의 쿼드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은 2021년 1월 말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발족한 뒤 본 격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쿼드에 대해 호주, 인도,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가능성이 있으나, 쿼드를 향후 NATO와 같은 지역 공동방위기구로 격상시키
는데 대해서는 관련국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는 비
안보적인 분야,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무시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QUAD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신속하게 공식
화⋅체계화된 군사안보기구로 발전하기 보다는 당분간 지역안보대화협의체 형
태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재선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중간의 양자택일을 놓고 외교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리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미국 중심의 동맹연대를 구축하여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70)이어
서, 누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자로 확정되더라도 쿼드의 나토화 구상을 점진적으
로 현실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8) 정시행, “靑 트럼프, ‘인도⋅태평양 안보’ 동참 제안… 文대통령 수용 안해,” 뺷연합뉴스뺸,
2017. 11. 9.
69) 김동현, “강경화 ‘다른 국가 배제 좋지 않아’…’쿼드’ 가입에 부정적,” 뺷연합뉴스뺸, 2020.
9. 25.
70) 바이든은 2020년 11월 12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
에서도 일본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 표현했으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과 번영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조
했다. 황형준⋅박효목⋅이정은, “韓과 첫 통화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메시
지,” 뺷동아일보뺸,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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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17년에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그해 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 기반하여 경제, 안보, 외교, 대중국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여 전략을 구체화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
에서 그 전략적 공간을 인도까지 확대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연합체인 QUAD를 활성화하
여 인도⋅태평양판 NATO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베트남, 뉴질
랜드 3개국이 추가된 QUAD Plus 구상을 밝히면서 관련국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만
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하더라도 민주당은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름을 달리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
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QUAD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인도, 호주 등은 안보적
으로 미국과 동맹 혹은 준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QUAD관련 각종회의
와 공동 훈련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상적으로 이들 국가들
은 중국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QUAD를 미국이 구상하는 군사안보기구
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지역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QUAD가
QUAD Plus로 확대되어 군사안보기구를 지향하든 지역안보협의체로 발전해 가
든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동참을 다양한 형태
의 압박을 가하면서 독려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은 한국에게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미중간의 경쟁이 아⋅태지역
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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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인도가 지⋅전략적으로 핵
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민주당 공히 대중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미국은 반중국 동맹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국익을 고려
한 현명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당면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등에서 한국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의 위협
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외에 별다른 대
안이 현재로선 없다고 보며, 또한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재로선 QUAD의 참여 국가들인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중국의 반대와
경제적 실리를 도외시한 채 QUAD를 인도⋅태평양판 NATO로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적극 동의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QUAD의
참여국들은 적극적으로 연합훈련을 통해 QUAD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우리는 QUAD가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안보동맹이이 아닌 중국을 포함
한 인도⋅태평양판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71)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QUAD에 합류해서 관련국들과 친밀도를 높여 우리의
발언권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셋째,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미중갈등 상황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전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
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
다. 이런 상황은 QUAD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인도, 호주도 같은 입장일 것이
기에 이들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것도 고려된다.

71) 이대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뺷세종정책프리핑뺸(2018. 7. 2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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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중갈등이 격화되어, 이대로 가다간 향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양국관계가 남중국해, 대만해협, 홍콩, 한반도 등지에서 열전으로까지 발
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한국이 선택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게 되면 양국 모두로부터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익을 고
려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국익을 지키면서 신
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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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 Trump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Ho Lee (Research Institute for New Korea)

The U.S. Trump administrations, which was launched in 2017, has
specified its strategy by releasing a series of reports on ‘the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plans to create an Indian-Pacific
version of NATO by activating QUAD and QUAD Plus.
The Trump administration’s ‘India-Pacific Strategy’ and the QUAD
initiative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other words,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anding from the Asia-Pacific region to
India and the Pacific Ocean, and China and the U.S. can escalate tension and
conflict in India and the Pacific Ocean, and India is emerging as a key
country in terms of geography and strategy. In particular, the region is linked
to Korea’s ‘New Southern Policy’, which calls for a smart counter-strategy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interests.
First of all, South Korea’s cooperation with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is expected to help lead the ROK in a direction that is favorable
to the ROK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egotiations for the
share of defense expenses of the USFK. And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QUAD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_ 103

for the Indo-Pacific including China, rather than a multilateral security
alliance against China.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have strategic
flexibility in solidarity with China while placing importance on the
Korea-U.S. alliance.
Key Words: U.S. Donald Trump Administration, Indo-Pacific Strategy,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QUAD, QUAD Plus
투고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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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 인도 모디(Modi)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의 충돌

김태형 (숭실대학교)

1. 서론
2. 지도자의 특성과 외교정책: 인도의 사례
3. 모디의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
4.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의 희생양: 인도 외교전략
5. 결론

미중 간의 경쟁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인도-중국 국경에서 지난 6월 벌어
진 국경 유혈사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강압적 공세와 양국
군 간의 충돌로 전례 없이 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이런 충돌의 원인과
향후 대책, 인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이번 충돌의 직
접적 원인 중의 하나로 2019년 8월 인도 정부의 연방헌법 수정을 통한 카
슈미르 자치권 박탈과 잠무⋅카슈미르와 라닥으로의 영토 양분, 그리고 이
두 영토의 연방 직할령으로의 전환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미 이 정책
발효 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전략
적 이해와 중국의 신장 문제에 대한 주의를 돌리기 위하여 적극 개입을 선
택하면서 카시미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도의 카슈미르
지위변경 정책은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킴과 함께 중국
과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정책과
유사한 시기와 목적에 따라 진행된 국가시민명부(NRC) 정책은 국내 민주
주의의 약화와 주변국, 특히 방글라데시와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렇게 BJP 강경 민족주의자로서 모디 총리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일련
의 국내정책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도발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으
로서 중국의 강압적 공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힘들게 하였다. 즉 최근 1
년의 인도 국내외 정책 분석 사례는 극우 포퓰리즘적 국내정책의 시행이 지
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의도하지 않게 인도의 외교안보환경을
상당히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지도자의 성향이나 정권 지지층의
이데올로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국내정책이 의도하지 않게(혹은 개의치 않
고) 그 국가의 외교정책에 악영향을 끼쳐 외교안보의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
시키는 것은 비단 인도 모디 정부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기에 학문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모디 외교정책, 힌두 민족주의, 인도-중국 대결, 카슈미르, 국가
시민명부(NRC)

1. 서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창궐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던 2020년 6월 15일
인도-중국 국경인 라닥(Ladakh)의 갈완(Galwan) 계곡에서 수백 명의 양국 군
대가 충돌하여 인도정부가 자국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군에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인도-중국 국경 지역에서 양국군 간의 충돌은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이라 양국 간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양국 모두 핵무기 보유국인데다 재래식 전력도 만만치 않아
국제사회는 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양국이 긴
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대치 중이던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서 최악의 상
황은 면하게 되었으나 수십 년간 양국 간에 가장 큰 갈등 요인 중의 하나로 남아
있는 국경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상기되었다. 인도
와 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도의 역
할과 영향력도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
도-태평양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태평양에서 인도양 지역까지 확장된 대중 견제전략에서 인도양의 맹주 인도의
역할과 외교적, 군사적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독립 직후부터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
의 맹주로 활약하였으나 1970년대 초에 악화되는 내외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바 있다. 냉전 종식 후에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
섰고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최근에는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글로벌,
지역 세력균형의 변화와 외부위협 변수가 인도의 외교정책 설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인도에게는 21세기에게도 비동맹의 정신
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인도 특유의 세계관도 인도 외교 전략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 국내정치에서 집권당과 총리의 성향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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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따라 외교 전략에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던 것도 새삼스러운 상황은 아
니다. 특히 2004년 권좌에서 물러났다가 2014년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던 국
민회의당(National Congress Party) 정부에 압승을 거두고 집권에 성공한 힌
두 민족주의정당인 BJP와 총리 모디(Modi)의 철학과 비전이 어떻게 인도의 외
교정책에 투영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던 바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대체로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모디 정부 외교정책에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영
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9년 봄에 모디 정부는 다시 한번 총선에
서 압승하여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카슈미르주 자치권 박탈과 국
가시민명부 강행 등 2019년 총선 승리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국내정책들은 대
단히 강경한 힌두민족주의 색채를 띠고 추진되면서 인도 민주주의와 다양성 전
통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켰다. 인도 정부의 우경화와 소수집
단, 특히 무슬림 주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박해,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성
훼손 등 극우 힌두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의 확장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국가
라는 자긍심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힌두 민족주의 정책 추
진으로 인도 국내정치 외에 심각한 유탄을 맞은 것은 인도의 외교⋅안보 분야이
다. 인도에게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전략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쿼드(Quad)
국가들인 호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공동의 대응전선을 펴는 것이 중국의 지역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강경 힌두 국내정책이 국내에서는 지지자들의 환
호를 받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켜 중국의 진출을 오히려 용이
하게 만들어 전반적으로 인도의 외교전략 추진에 큰 난관이 되고 있다. 모디 정
부가 2014년 집권 1기 시작 때부터 주변국 우선(Neighborhood First) 정책을
추진했었기에 최근의 주변국과의 관계악화는 더욱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이
사례는 한 국가의 국내정책이 의도하건 아니건 외교정책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정부의 국내정책은 어떻게 직⋅간접
적으로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가?
본 논문에서는 국내정책 추진이 어떻게 외교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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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vertently) 영향을 주는지를 인도 모디 정부의 최근 행태에 집중하여 연구
한다. 먼저 국제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수준(단계, the level of analysis)
에서 개인 수준(단계, individual level)에서 인도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와
발전을 살펴본 후 모디의 외교정책이 과연 어떠한 분석수준을 따르고 있는지 분
석한다. 그리고 최근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정책
의 결정과 집행,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국내정책이 인도 외교정책에 어떠
한 악영향을 끼쳤는지와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최근 경향의 함의에
대해 분석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2. 지도자의 특성과 외교정책: 인도의 사례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 이유나 과정을 설명하는데 많은 이론
과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현실주의로 대표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주장하는 학파는 엄혹한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안위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
는 상황에서 지도자 혹은 지도자 그룹은 최대한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
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도자의 특성이나 국내정치의 차이 등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선택 모델에 많은 학자들이 반
박하였다. 기본적으로 지도자 혹은 지도자 그룹이 항상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볼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정치 체제, 관료들의 역할, 여론,
집단사고 등 여러 모델을 제시하면서 외교정책 선택과정에서의 비합리성 혹은
합리성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지도자나 지
도자 그룹 수준(레벨, individual decision maker(s))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도
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인지능력(cognition) 등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등장한다.1) 특히 지도자가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perception)을 할 때 여러 가
1) Laura Neack, The New Foreign Policy: Complex Interactions, Competing Interests
(Rowman & Littlefield, 2014, 3rd edition), pp. 47-72; Alex Mintz and Karl DeRo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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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유로 자주 오인(misperception)함으로써 국가에 해가 되는 정책결정을 내
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2) 이렇게 오인하게 되는
이유에는 인지편향(cognitive bias)3)이나 역사적 교훈에 대한 왜곡된 인지와
적용이 있다.4) 물론 개별 지도자의 성격(personality)도 정책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5) 알렉산더 조지는 철학적 신념과 도구적 신념 두 가지 요
소를 중심으로 지도자의 개인특성과 외교정책 결정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6) 이렇게 합리
적 선택모델로 설명하기 힘든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어려운 선택
을 해야 하는 지도자의 개별적 특성과 자라온 환경에 따른 인지편향 여부, 특정
개인적 신념, 지도자 주변 인물들의 특성과 응집력 등을 기반으로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인도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독립국을 건설한 직후부터 지도
자의 영향력은 외교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식민지에서 갓 독립하던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
성된 비동맹운동(NAM)의 주역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웃 파키스탄
과의 분쟁 심화, 중국과의 1962년 국경전쟁 패배, 비동맹 운동에서 야기된 미국
과의 관계소원 등으로 경제발전, 정치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확립
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 외교정책을 주도한 것은 독립
운동을 이끈 국민회의당의 지도자이자 독립 인도 초대 총리였던 네루(Nehru)의

2)
3)

4)
5)

6)

Jr.,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97-120.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Janice Gross Stein, “6.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Rational, Psychological,
and Neurological Models,” in Steve Smith,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and Cas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Yuen Foong Khong, Analogies at War: Korea, Munich, Dien Bien Phu, and the
Vietnam Decisions of 196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David Winter, et al., “The Personalities of Bush and Gorbachev Measured at a
Distance: Procedures, Portraits, and Policy,”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etical Essays (Harper Collins, 1996).
남궁곤, “제2장 외교정책 결정요인” 김계동 외 뺷현대외교정책론뺸 (명인문화사, 2012,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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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리더십이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네루는 외교, 안보 분
야에서도 치열한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인구와 극심한
빈곤과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 등 난제가 산적한 인도를 이끌어 갔다. 그의 외교
정책은 식민주의와 독립운동의 경험이 짙게 반영되어 반제국주의, 제3세계 국
가들과의 연대,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지원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비동맹
운동은 특히 당시 네루로 대표되는 인도 외교정책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다분히
도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루는 인도의 현실과 냉전의 엄혹한 현
실도 냉철하게 인식하던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1962년 중국
과의 국경전쟁 패배 이후 군사력 현대화, 신뢰할 수 있는 강대국 확보 등의 노력
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네루 이후에도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 손자인 라지브 간디로 이어지는 국
민회의당 총리들은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나 첫 핵실험(인디라), 스리랑카
내전 개입(라지브) 등 외교정책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못지않은 강력한 주도력
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국민회의당의 라오(Rao) 총리나 BJP의 바지파이
(Vajpayee) 총리들 정부에서도 외교정책은 총리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드러났다.7) 즉 개인수준 분석이 인도의 외교정책 분석에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개인수준에서의 외교정책결
정이 상당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루 이후 인도의 상대적 국력과 인도의 객관
적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지위와 필요에 따른 외교정책의 공감대도 광범위
하게 형성되었다. 국가의 주권과 국토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기본목표와 함께
인구가 많고 빈곤이 극심한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대체로 실
7) Shivshankar Menon, Choices: Inside the Making of India’s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p. 2-4, 126; Sumit Ganguly, “Ch. 1. The
Genesis of Nonalignment” in Sumit Ganguly ed., India’s Foreign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10; Tinaz Pavri, “Ch. 8. Coming
into Its Own: Indian Foreign Policy” in Ryan Beasley et al. eds.,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es on State Behavior
(CQ Press, 2015, 2nd edition), pp. 176-7; Rajesh Rajagopalan, et. al, “Book Review
Roundtable: Ian Hall’s Modi and the Reinvention of Indian Foreign Policy” Asia
Policy, 15-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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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인 외교정책이 점차 인도외교의 공통의 관심사이자 추진방안으로 자리 잡
게 된 것이다. 즉 비동맹의 기본틀이 유지되면서도 인디라 간디 총리가 소련과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파키스탄과 중국에 대항하여 모든 행정부가 핵개발에 크
고 작은 역할을 하면서 보여준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접근도 인도외교의 공통적
인 한 축이었다.8)
인도 엘리트들의 외교정책 공감대는 90년대 초 냉전이 해체되고 소련이 사라
지면서 큰 변화와 분열을 겪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까지의 자족적 사회주
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유화와 시장경제를 추진하였고 일극으로 우
뚝 서게 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다. 파키스탄과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98년 당시 BJP 소속 바지파이 총리의 갑작스런 핵실험과 다음해의
카길(Kargil) 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파키
스탄의 후원을 받는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의 공격에 의한 2001년 12월 인도
의사당 공격, 2008년 뭄바이 테러 등으로 지속되자 정파를 막론하고 파키스탄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었다. 21세 들어서는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인도 외교 전략의 주요과제로 등장하였다.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국과 견줄 정도로 국력이 크게 강화된 중국의 군사력, 경제
력을 등에 업은 공세적인 정책은 인도가 결연히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집권한 BJP의 모디 총리는 많은 외교적 과제를 안
고 있었고 BJP의 기본 외교노선과 모디 총리의 성향을 감안할 때 모디 정부의
외교 전략이 힌두 민족주의에 강하게 영향 받으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모디 정부 하 인도외교정책의 변형은 모디 독트린(Modi Doctrine)
으로 명명되었는데 모디 독트린은 인도 우선(India First), 단호한 결단, 해외
인도 교포들 중용, 인도문화 전파 등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경제력 발전, 그리고 보다 강경한 외

8) 고경희, 뺷인도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뺸 (인간사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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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책 추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9) 인도 정부가 애용하는 ‘이끄는 국가
(leading power)’라는 모토는 BJP의 힌두 민족주의의 열망을 담은 모디 독트
린을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10) 즉 모디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지도
자 개인의 성향과 리더십에 강한 영향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된
것이다.
올라팔리(Ollapally)와 라자고팔란(Rajagopalan)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네루비안(Nehruvian)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민족주의자(nationalist)들도 표
준 민족주의자(standard nationalist), 신민족주의자(neo-nationalist)와 초민
족주의(hyper-nationalist)로 분화되었고 그 외에 자유주의적 세계주의자, 강
대국 현실주의자 등도 분리, 결집되었다. 이들 중 모디의 외교 전략은 초민족주
의자들의 사고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초민족주의자들은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힌두 민족주의와 카우틸랴(Kautilya)11)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국가안보와 세계 속의 부강한 인도, 그리고 인도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보다 구체
적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비증강, 군사력 강화와 파키스탄의 도발에 대하
여 군사력을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강조한다. 또한 인도 전통의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No-First-Use, NFU)와 최소신뢰억지(minimum credible deterrence)
핵독트린에도 반대하고 보다 강경한 핵전략 수립을 주장한다.12) 이러한 외교안

9) Catarina Kinnvall, “Populism, Ontological Insecurity and Hindutva: Modi and the
Masculinization of Indian Politic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2, No. 3 (2019), p. 290; Surupa Gupta and Rani Mullen, “Introduction,” in Surpa
Gupta et. al., “Indian Foreign Policy under Modi: A New Brand or Just
Repackaging?”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 Vol. 20 (2019), p. 4.
10) Priya Chacko, “3. Constructivism and Indian Foreign Policy,” in Harsh Pant, ed.,
New Directions in India’s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x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 60.
11) 카우틸랴 또는 짜나끼야는 기원전 3세기 경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
굽타 왕의 재상이자 책사로 활약했는데 그의 군사전략, 군주의 길, 전쟁준비 등의 사상과
주장은 인도에서 마키아벨리(Machiavelli)나 손자의 철학에 못지않다고 평가받으면서 특히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다.
12) Deepa Ollapally and Rajesh Rajagopalan, “Ch.3 India: Foreign Policy Perspectives
of and Ambiguous Power,” in Henry Nau and Deepa Ollapally, eds., Worldviews of
Aspiring Powers: Domestic Foreign Policy Debates in China, India. Iran, Japan, and
Rus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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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점은 1998-2004년 BJP가 집권했을 때도 징후를 보였는데 2014년 이후
모디의 BJP 정부 하에서 그 위력을 떨쳤다. 또한 인도 외교정책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이던 비동맹 정책을 주변화 하면서 경제력 증강과 강대국과의 관계증
진을 강조하는 다동맹(multi-alignment)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
지만 이웃국가 우선(Neighborhood First)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역 강대
국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한 야심과 함께 이웃 소국들을 적극 포용, 포괄하는 인
도의 외교적 야심도 숨기지 않았다. 따라서 모디 독트린은 실용주의를 폐기하지
는 않되 더욱 자신감 있고 공세적인 외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13)
모디 독트린의 실체와 그 적용에 대해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모디
의 신외교전략이 기존 인도의 외교전략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새로운
독트린이라고 명명될 정도의 실체는 있는 것인지, 이러한 방향으로의 외교정책
추진이 과연 인도의 국익에 이로운 것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개진되고
반박되어진 것이다.14) 대체로 모디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어젠다가 외교정책에
크게 드러나진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모디가 외교정책 분야에도 뚜렷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 인도의 외교정책
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전
통적인 비동맹 노선도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압
력과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강력한 유대에도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
으로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 전략 대응에 부심하
면서도 중국과의 교류는 더욱 늘어났고 모디 총리와 시 진핑 주석 간의 일련의
정상회담도 지속되었다. 2016년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국부공격(surgical
strike)과 같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이전의 인도 정부도 파키스탄에
대한 강온 정책을 번갈아 사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전환이라고 보기는
13) Harsh Pant, “1. Introduction,” in Pant, ed., New Directions in India’s Foreign
Policy.
14) Rajagopalan, et. al, “Book Review Roundtable,”; Gupta et. al., “Indian Foreign
Policy under Modi: A New Brand or Just Repackaging?”; Krzystof Iwanek, “Under
Modi, How Did Hindu Nationalism Affect India’s Foreign Relations?” The Diplomat,
April 27, 2019.

11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힘들다. 2019년 2월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장단체 조직원에 의한 테러공격에 대
한 대응으로 파키스탄 영내 깊숙이 공습을 감행한 것이 특별한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직후 봄에 인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투
철한 정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방안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모디의 외교정책이 힌두 민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본적인 변화
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인도 정부의 외교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원만한 방향
으로 흘러간다는 설명이 우세하였다.15) 즉 모디 행정부 하에서도 인도 외교정
책 추진에 모디 개인의 성향이나 힌두 민족주의 정체성이 짙게 반영되지는 않았
고 기존처럼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주의가 적절히 혼용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
겠다. 하지만 2019년에 일어난 일련의 강경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이 인도 외
교 분야의 성공적인 수행에 발목을 잡아 2020년 여름 현재 인도의 외교, 안보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모디의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
인도는 세계최대의 민주국가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를 갖고 있지만 13억에
달하는 인구에다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빈곤
에 고통 받고 있고 종교, 부족, 이데올로기, 카스트를 둘러싼 정체성 갈등도 심
한 편이다. 인도가 자랑하는 다양성이 독립 초기 네루 정부가 추진했던 공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와 세속적 민주주의(secular democracy)를 통해
포용되고 존중되지 못했을 때 사회 구성원들 간에 큰 갈등의 요인이 되어왔던
것이다. 1947년 독립 이후에 인도는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국민회의당과 네
15) 이는 인도가 예전과 같은 비동맹 수준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강대국과의 동맹이나 그에 준하
는 관계맺기에 거리감을 두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
다. Jeff Smith, “Strategic Autonomy and US-India Relations,” War on the Rocks,
November 6, 2020 at https://warontherocks.com/2020/11/strategic-autonomy-and
-u-s-indian-relations/ (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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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총리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오랜 식민지에서 벗어나 근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자 하는 열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파키스탄과의 분할독립의 고통, 냉전
으로 인한 강대국 힘의 정치에 의한 부침, 다양한 종교, 부족, 카스트를 아우르
고 통합하려는 노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야 했다. 특히 세
속적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1970년대 네루 총리의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의
중앙집권화, 권위주의화 경향과 경제침체 등으로 큰 실망으로 바뀌자 1948년
마하트마 간디 암살 후 주변화 되었던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 부활하는 등 정체
성(identity)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16)
힌두 민족주의가 본격적인 정치세력으로 중앙무대에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
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시기는 우연찮게도 냉전의 해체와 더
불어 인도의 외교⋅경제정책에서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였기도 하다.
힌두 민족주의는 인도 독립운동이 거세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극우 힌두 민족주
의자들에 의해 1925년 RSS(국가참여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Hindutva(힌두성, 힌두원칙)를 강조하며 무슬림, 영국인들 등 이민족들의 부당
한 지배에 의해 단절된 힌두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전개
하였다.17) 이들에게 인도 민족주의는 힌두 민족주의로 등치되었고 제국주의 영
국의 퇴출과 함께 소수파로서 오랫동안 인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무
슬림들도 제거된 순수한 힌두 국가의 설립을 목표로 하였다. 독립 직후에 간디
의 암살에 연루되어 동력을 많이 잃은 후에도 강경 민족주의 주장을 멈추지 않
았고 70년대 인디라 간디 세속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면서 서서히 부활하였다.
90년대 초 이들이 득세하게 된 것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오랜 숙원이던 아요
다(Ayodha) 시의 바브리 모스크(Babri Mosque)를 전국적인 캠페인 끝에 파괴
하는데 성공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18) 비슷한 시기 시작된 경제 자유화는
16)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각 그룹의 상징(symbol)과 연계되면서 대단히 파괴적인 힘을 분출
하여 분쟁을 격렬하게 만들 수 있다. Stuart Kaufman, Modern Hatreds: The Symbolic
Politics of Ethnic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7) 초기 힌두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 중의 하나인 골와카르(Golwakar)는 그의 저서에서 나치
독일을 본뜬 인종에 기반을 둔 문명의 정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18)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하면 이슬람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인 바부르가 힌두교의 성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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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빈부격차 증대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
치 않았고 각 지방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권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강경
민족주의와 종교, 카스트 간의 갈등에 기반을 둔 힌두 민족주의의 성장이 오히
려 급속화되었다.19)
이러한 힌두 민족주의의 득세는 공고했던 국민회의당의 아성을 깨고 90년대
말 BJP가 집권에 성공하게 하였고 바지파이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5월 핵실험을 강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BJP는 이후 국민회의당에 다시
정권을 내주었다가 2014년 총선에서 국민회의당의 실정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
과 구자라트(Gujarat) 주 총리로 재임 시 상당한 FDI 유치 등 혁혁한 경제발전
성과를 보여주었던 나렌드라 모디 당수의 인기에 힘입어 승리하면서 정권탈환
에 성공하였다. 2019년 봄에 치러진 총선에서 BJP가 재차 압승을 거두면서 모
디 총리는 집권2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국민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최근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 경제 분야에 있지만 BJP 특유의 강경한 외교안보, 사
회문화 정책도 힌두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한 지지층에게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모디 총리는 이미 구자라트의 총리로 재임하던 2002년 힌두 민족주의자들과 무
슬림 주민들 간의 충돌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휘하의 경찰병력이 힌두
극우파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과 학살을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였다
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모디 총리의 비힌두 주민들과 하층 카스트들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취임 초기부터 크게 문제시되었다. 인도에서의 권위주의로
의 회귀는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박해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 언론의 독
립적 기능 상실 등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러한 전환은 모디 정부가 인도를 힌두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여겨지고 있다.20) 앞에서 보았듯이 외교 분야에서는 강경 힌두 민족주의적
람(Ram) 사원을 파괴하고 그 위에 건설한 것이 바부르 모스크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고고
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치부되었지만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이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치욕의 상징으로서 기능하였다.
19) Kinnvall, “Populism, Ontological Insecurity and Hindutva,” pp. 289-90.
20) The Editors, “Will Modi’s Hindu Nationalist Agenda Tear India Apart?” July 2, 2020
at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insights/28055/in-india-modi-is-p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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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향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정치 분야는 달랐다. 모디 정부
의 권위주의화 경향과 무슬림들을 비롯한 소수파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박해
가 본격화된 것이다. 특히 2019년에 발생한 인도 정부의 카슈미르 지위 박탈 헌
법 개정과 아삼(Assam)주를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국가시민명부 강요가 대표
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이다.

가. 카시미르의 자치권 박탈과 인도 연방정부 직할령으로의 전환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 직후에 수백개의 번왕국(princely states)
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 중 하나로의 귀속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인구 다
수가 무슬림인 카슈미르의 힌두 왕은 독립 유지를 꾀하다가 파키스탄의 후원을
받는 반란군의 습격을 격퇴하고자 인도에 도움을 청하였고 네루 총리가 카슈미
르의 인도 귀속을 약속해야만 구조하겠다는 확약 후 인도군을 파견하여 1차 인
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은 뚜렷한 승자 없이 카슈미르를 양분하
여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Jammu Kashmir)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로 양분되
었고 두 지역 사이에 휴전 결과에 따라 모호하게 설정된 통제선(Line of
Control, LOC)이 국경선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카슈미르는 한반도와 맞먹는
크기에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사이에 자리 잡은 전략적 요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인도, 파키스탄 양국은 결사적으로 카슈미르를 차지해야 하는 이데
올로기적, 정체성적 필요를 갖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 아대륙(subcontinent)
의 무슬림들을 위한 ‘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두 민족 이론’(Two Nations
Theory)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이기에 주민 절대다수가 무슬림인 카슈미르를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인도의 경우에도 다양한 종교, 민족을 포용하는 다원주의
적, 세속적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카슈미르 문제는 협상불가

-hindu-nationalism-above-global-relevance (검색일: 2020년 7월 20일); Sonia
Faleiro, “Dismantling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Foreign Policy, April 3,
2020; Kanchan Chandra, “How Hindu Nationalism Went Mainstream,” The
Diplomat, June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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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슈인 것이다. 따라서 1차 전쟁 이후에도 양국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두
번의 전쟁을(1965, 1999) 더 치르고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였다. 인도 정부의 권
위주의화, 중앙집중화 시도에 맞서 1990년 전후에 거의 내전 상태에 준하는 위
기를 겪기도 하였고 인도령 카슈미르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가 인도 의사당, 뭄
바이 등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하면서 카슈미르는 해결책이 뾰족하지 않은 인
도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계속 남아 있다. 인도가 통제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
역에서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저항, 치안기구의 강력한 대
응, 폭력의 증가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2016년 여름 젊고 카리스마적
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부르한 와니(Burhan Wani)의 사망은 카슈미르 젊
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강력한 저항을 촉발시켰다. 이후 어린 소년들까지 적극
가담하면서 인도 치안당국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계속되었다.21) 1947년 분할
이후 2018년까지 대략 9만 명 정도의 인명이 카슈미르에서 희생되었다고 알려
진다.22)
카슈미르를 둘러싼 양국의 대결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치열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극도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악화에는 지역 무장단체의
비호와 후원을 통해 카슈미르에서의 현상타파적 숙원을 달성하려는 파키스탄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카슈미르 주민들의 인도에
대한 저항이 격렬해진 데에는 파키스탄의 책임이 분명히 크지만 강압적인 통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도외시한 모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파키스탄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힌두 민족주의 정당 출신 모디 정부의 강
경 일변도 정책이 카슈미르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에 불을 지피면서 카슈미르
를 용광로처럼 들끓게 한 것이다.23) 무장단체에 의한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무장단체 소탕과 치안수복이라는 미명 하에 인도 경찰, 군 병력의 권력남
21) Um-Roommana and Suhail Bhat, “Kashmir’s Teenage Militant,” The Diplomat,
December 27, 2018.
22) Zafar Dar, “Kashmir’s Bloody November,” The Diplomat, December 11, 2018.
23) Sumit Ganguly, “Narendra Modi Should Calm Tension In Kashmir Rather than
Inflame Them,” Foreign Policy, February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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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무리한 경찰력 집행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 발간된 유
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는 이
지역의 군대 특별 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과 공공
안전법(Public Safety Act, PSA)의 오용이 군과 경찰에 의한 권력남용과 광범
위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기소를 힘들게 한다고 비판하였
다.24) 이렇게 카슈미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치안 병력 사이에서 보복과 폭력
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후 2기를 시작한 모디 정부는 안보와 국가우선
을 내세우면서 카슈미르의 경우 8월 5일 인도 정부가 인도 통치 카슈미르에 특
별 지위를 부여했던 인도 헌법 370조를 박탈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1947년
[그림 1] 2019년 8월 이후 카슈미르 영토의 분할과 지위 변경

출처: “Par nod for removing Art 370, splitting JK to 2 UTs,” Deccan Herald, August 6, 2019.

24) “India: Events of 2018,” Human Right Watch at https://www.hrw.org/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india (검색일: 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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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카슈미르의 지도자였던 하리 싱(Hari Singh)이 인도의 네루 총리와 맺었
던 가입 조약(Instrument of Accession) 이후 헌법 370조를 통해 국방, 외교,
통신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았고 카슈미르 주민들은 지
역 내 직장, 주택구입, 교육 등에서 특혜를 인정받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지위를
잃고 연방정부의 직할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잠무, 카슈미르와 라닥
이 분할되어 두 개의 연방직할영토(Union Territory)가 되었다. 이는 잠무-카
슈미르가 가진 헌법상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 받는다
고 주장하던 BJP 강경파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총선 압승으로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모디 정부가 일부 우려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모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대한 카슈미르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었으
나 인도 정부는 35,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통금과 함께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여 확실한 통제와 단속에 나섰다. BJP 정부와 RSS 등
정부를 후원하는 강경 힌두단체들은 지역의 테러 위험이 있다며 자치권 박탈과
함께 계엄령에 가까운 강압적 통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치인
들과 사회운동가들을 체포하거나 가택연금에 처해 인권 침해 논란도 불러 일으
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 지위 하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만 허용하였던
카슈미르 내 재산 취득을 비주민, 혹은 이주민들에게도 허용하면서 2014년 이
후 지속되었던 인도 연방 내 유일하게 무슬림들이 다수인 이 지역의 ‘힌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인도의 힌두계 주민들은 대체로 카슈미
르의 특별 지위를 역사적 필연성이라기보다는 불공정한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기에 이번 자치권 박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소수 그룹
의 권리침탈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행해지는 이러한 힌두민족주의의 강압적
팽창정책은 모디 정부의 권위주의화 경향에 대해 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
들었다.25) 또한 잠무-카슈미르와 중국에 근접한 라닥을 분할하여 두 개의 연방
직할 영토로 규정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파키스탄과 중국에 각기
25) Mili Mitra, “This is the Modi government’s darkest moment,” The Washington Post,
August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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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더욱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회의적인 시각
이 더욱 팽배하였다.26) 이러한 강압조치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정치적 불안정
과 폭력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몰
아넣고 카슈미르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의 양적 팽창과 공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카슈미르의 불안정한 역사와 파키스
탄의 지원을 받는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의 행적을 고려할 때 테러 공격이나
대규모 시위 등의 불안정 상황이 언제든지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국가시민명부(NRC) 강행
이렇게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BJP 정부는 ‘국가 우선’ 미명하에 전통적
인 인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연방 정부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중앙 집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모디의 다양성 말살과 소수 그룹 냉대 정책은 카슈미르의 헌
법상 특별지위 박탈 이전에 이미 인도 동부의 아삼(Assam)주에서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준비 끝에 2018년 7월 30일 인도 정부가 국가시민명부(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NRC) 관련 새로운 제도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아삼주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가시민명부는 인도 독립 직후인
1951년 인구센서스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적은 거의 없었
다. 모디 정부가 인도에서 가장 종교적 다양성이 강하다는 아삼주를 타깃으로
한 주요 이유는 이 주의 3천 2백만 주민들 중 3분의 1이 무슬림으로 카슈미르
다음으로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971년 방글라
데시 독립 전후로 아삼주를 비롯한 서벵골 지역에는 많은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
림들이 불법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주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 이주에 대
한 기존 힌두 주민들의 반발과 시위도 끊이지 않아서 1985년에는 수백 명이 사

26) Samanvya Hooda, “What the Bifurcation of Jammu & Kashmir Tells Us About
India’s China Strategy,” The Diplomat, August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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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거센 시위 이후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1971년 3월 이후 정당한 서류 없이
아삼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외국인(foreigner)라고 규정하기로 연방정부와 시위
대 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방글라데시로부터 아삼을 포함한 인도 동
북부 지역으로의 불법이민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정치 문제
화되었다. 현재 대략 4백만에서 천만 명 정도의 불법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거주
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많은 주민들 특히 하층민이 다수인 무슬림계 주민들은 설령
수 세대에 걸쳐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찾아서 증빙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
립한 1971년 3월 이전부터 아삼주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한 주민들만 명부에
포함되는데 빈곤한 무슬림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4백만 명에 달하는 주로 무슬림 주민들이 무국적자로 방치될 가능
성이 높아졌다. 연방정부와 함께 아삼주 정부도 통치하는 BJP는 이렇게 증빙서
류를 제시 못하는 주민들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하여 이들이 떠나온 곳으로 간주
되는 방글라데시로 추방시키겠다고 엄포하였다. 그러나 당연히 방글라데시 정
부가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일 이유도 여력도 없기에 무국적자로 규정된 주민들
은 버마에서 다수 불교도들에게 박해받고 추방당한 로힝야(Rohingya)족처럼
오갈 데 없거나 투표권, 기본 복지혜택, 재산권 등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 이민정책을 본 딴 것처럼 이들 무국적
주민들의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한다는 심대한 인권침해적 선언도 지역 주민들
의 미래를 극도로 불안하게 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점차 심각해지
는 불법이민 색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강변하였지만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에 달하는 무국적자의 신분위협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나온
조치라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2018년 말부터 본격화되
었다는 점에서 모디 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이 2019년 봄에 실시된 총선에서 힌
두 민족주의자들을 결집시켜 표를 얻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BJP는 무슬림 불법이민자들은 추방시키겠지만 힌두 불법이민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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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기 때문이다.27) 즉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
시, 아프가니스탄 등 이웃 무슬림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넘어온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등에게는 불법 이민자 취급 대신 시민권
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서도 유독
무슬림들은 제외되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었다.28)
6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2019년 8월 31일 NRC 최종본이 공식적으로 발
간되었다. 2018년 NRC 초안에 의해 약 4백 십만 명의 주민들이 무국적자의 위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종본에 의하면 약 백 구십만 명이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지위와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BJP
정부는 이들을 (외부에서의) 잠입자(infiltrator)로 묘사하면서 하나의 잠입자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추방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BJP는 무슬림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지역 인구분포가 힌두인들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주
장하며 힌두인들의 땅이 무슬림들에게 대체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위험한 발언
을 지속하였다. 더 나아가 인도 정부의 내무장관인 아미트 샤(Amit Shah)는 불
법이민자들을 향하여 힌두민족주의자들이 무슬림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
인 ‘바퀴벌레’(cockroach)로 지칭하면서 이러한 강압적 인권침해적 정책의 궁
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극우정치
인들이 즐겨 사용하듯이 모디 총리와 BJP 정부도 수년간 불법이민을 타깃으로
하여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NRC 강화에 눈독을 들여왔
다.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무슬림들이 주로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
험이 크기에 인도식 극우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현실화에 대한 근심이 큰 상황
이다. 현재 아삼주에서만 이미 무국적자들을 수용할 10개의 수용시설이 건설
27) Soutik Biswas, “What happens to India’s four million ‘stateless’ people?” BBC, July
30, 2018; “India Assam: ‘I won’t die before I prove my Indian citizenship’,” BBC,
September 3, 2018.
28) Kaushik Deka, “Why the nationwide NRC proposed by Amit Shah is being criticised
| India Today Insight,” India Today, November 22, 2019; “NRC soon in entire
country: Amit Shah,” November 20, 2019 at https://www. thehindubusinessline.
com/news/national/nrc-process-to-be-carried-out-in-entire-country-amit-shah
/article30027360.ece (검색일: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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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과 다양성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29)
이러한 조치의 야만적 측면에 대해 국민회의당 등 야당은 ‘인종청소’적 정책
이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호히 추방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힌두 민족주의자
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2019년 봄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BJP가 압승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급기야 12월 11일에 인도 의회가 시민권 수정 법안
(Citizenship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 NRC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법
안은 우려했던 대로 인도 접경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주한 비무슬림 주민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NRC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게 이 수정법안도 무슬림들만 노골적으로 제외하였기에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제 NR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 중 힌두, 기독교도
등은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반면에 무슬림들은 불법이민자로
완전히 낙인찍혀버리는 길이 열려버린 것이다. 이에 인도의 세속적 전통과 다양
성을 지지하는 힌두교도들과 함께 수많은 무슬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급증하였다.30) 이렇게 모디 정부는 총선 압승 이후 지
지자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힌두 민족, 국가 우선의 극우 포퓰리즘적 정책을 강
행하여 연방 정부로 권력을 중앙집중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국내외의 큰 근
심을 사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국민들 간의 화합과 포용의
민주주의적 규범과 가치는 점차 희박해지고 인도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정체성
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인도의 대내외적 안보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
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29) Billy Perrigo, “4 Million Indian Citizens Could Be Made Stateless Tomorrow. Here’s
What to Know,” Time, August 30, 2019; “Assam NRC: What next for 1.9 million
‘stateless’ Indians?” BBC, August 31, 2019.
30) “Citizenship Amendment Bill: India’s new ‘anti-Muslim’ law explained,” BBC.
December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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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의 희생양: 인도 외교전략
카슈미르의 지위 변화는 카슈미르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파키스탄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에 나서면서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양국 간에 공
습, 공중전까지 벌어지면서 커졌던 확전의 우려가 겨우 사그라든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 정부에 의한 카슈미르의 연방 직할령으로의 전환과
영토의 양분(兩分)은 파키스탄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파키스탄의 임
란 칸(Imran Khan) 총리는 인도 정부에 의한 카슈미르 지위 변화 직후 유엔
연설과 New York Times 기고문을 통해 이런 행위는 불법적인 합병이라고 강
하게 비판하였다. 이렇게 파키스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도 성공하였다. 비록 미국은 국무부 성명으로 이 문제는 인도의 국
내 문제라고 짤막하게 논평하면서 암묵적으로 인도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지만
파키스탄의 입장에 터키,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지지의사를 보냈다. 무엇
보다도 중국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카슈미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
하는 등 굳건히 파키스탄의 편에 섰다.31)
파키스탄과 중국은 서로 “all weather friend”라 칭할 정도로 거의 동맹에 준
하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카슈미르 지위변경 정책에
대하여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제3의 당사자로서 큰 관심을 표
명하였다. 이는 카슈미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 주변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당사국들 간의 국경분쟁의 역사에서 기인한다. 카슈미르 자체가 1947년 1차 인
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갈라져 통치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하지만 양국 이외에 이 지역은 중국과의 국경분쟁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1962년 인도가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인도와 중국 간의 국
경전쟁도 이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졌다. 1963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양
국 간에 국경문제를 정리하는 협정을 맺었는데 파키스탄이 중국에게 양도한 영
31) Majis Alam, “Pakistan’s Kashmir Policy Post-Article 370,” The Diplomat, July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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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는 인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까지 포함되었다(아래 지도 참
조). 또한 이번에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를 양분하면서 연방 직할령이 된 라닥
지역은 그 자체의 복잡한 역사와 함께 현재 그 위치가 중국이 내부 단속을 위해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신장과 티베트 자치령의 바로 사이에 있는 악사이 친
(Aksai Chin) 지역과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는 관계로 중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19년 8월 이후 중국도 카슈미르 분쟁의 제3당사자
로서 개입하게 되었으며 올해 6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라닥 지역에
서의 인도-중국 양국 군대 간의 충돌도 인도 정부의 카슈미르 지위 변환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령 지위가 인도파키스탄-중국 간에 일종의 완충지대(buffer zone)로 기능하였으나 작년 8월
[그림 2]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 둘러싸인 카시미르, 라닥의 지도

출처: https://cybershafarat.com/2020/06/16/indian-army-colonel-commanding-officer-of-an-infantrybattalion-and-2-army-jawans-killed-in-action-during-a-clash-with-chinese-t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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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도 연방정부의 직할령으로 지위가 변경됨으로서 주변 당사국들 간의 긴
장이 직접 충돌하게 되어버렸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의 입장에서는 파키스탄과
중국이라는 두 적대국에 전략적으로 포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기도 하다.32)
중국 정부에게 인도의 카슈미르 지위 변경과 라닥의 연방 직할령 전환은 전략
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파키스탄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
은 계기이기에 적극 개입을 마다하지 않았다. 인도정부의 카슈미르 지위 변경
공고 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 중국은 중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인도의 일방적
인 국내법 변경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33) 중국으로서는 라
닥을 분쟁지역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군사적 초석을 다지고 영토분쟁에서의 공
세적 비타협을 더욱 명확히 하여 영토적 야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34) 또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위변경과 직할령
전환은 인도령 카슈미르와 불안하게 국경선(통제선, LOC)을 맞대고 있는 파키
스탄령 카슈미르 내에 위치하면서 인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길기트발
티스탄주(Gilgit-Baltistan)의 강압적 수복을 위한 예행연습일 수 있다고 보았
을 수도 있다. 파키스탄이 이 전략적 영토를 상실한다면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상당한 기반시설 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구실을 댈 수 있을 것이
었다.35) 아래의 지도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파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국-파키

32) Anik Joshi, “India Has Handed China a Way to Interfere in Kashmir,” Foreign
Policy, June 16, 2020; Naseer Ganai and Bhavna Vji-Aurora, “After Revocation of
Article 370, Has China Become a ‘Third Party’ to Kashmir Dispute?” at https://www.
outlookindia.com/magazine/story/india-news-after-revocation-of-article-370-has
-china-become-a-third-party-to-kashmir-dispute/303297 (검색일: 2020년 7월 3
일); Shabir Ahmad, “Is the Galwan Valley Dispute Linked with the End of Article
370?” Kashmir Reader, June 21, 2020.
33) Ankit Panda, “Did India’s Bifurcation of Kashmir Cast a Shadow Across the Line
of Actual Control?” The Diplomat, August 6, 2020.
34) Neelima Choahan and Sean Mantesso, “China’s Geopolitical Ambitions Extend to
Both Pakistana dn Indian Kashmir,” ABC, August 31, 2019.
35) Abhijnan Rej, “India’s Frontier Paradox,” The Diplomat, August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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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과 지척에 위치하
고 있다. 이미 인도는 인도에게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
로 전략의 세부시행 방안 중에서도 특히 CPEC가 분쟁 중인 인도령 카슈미르
근처를 지나가는 사실에 대하여 큰 우려와 분노를 표한 바 있다. 중국의 입장에
서는 전략적,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CPEC 주변 환경을 최대한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도의 카슈미르 지위 변경은 적극 개입과 참견을 요구하
는 사안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개입은 최근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하여 교화를 목
적으로 행하는 강제수용소 격리를 포함한 극심한 박해와 인권침해로 인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인도로 향하게 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즉 중국의 라닥 간섭에
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반무슬림적, 반인권 정책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인도가
그 비난을 뒤집어쓰게 하려는 의도가 적지 않은 것이다.36) 많은 카슈미르 주민
들은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 개입과 인도가 중국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모습
을 보고 쾌감을 느끼면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이고 있다.37) 또한 아직
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카슈미르 주민들의 가중된 불만이 무장단체에 대한 지
지와 가입으로 이어져 카슈미르 지역이 다시 한 번 무력충돌과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즉 파키스탄이 이 상황을 오히려 호기로 인식하여 카슈
미르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인도의 국내안보 상태는 심각하게 악
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에 인도와 중국 간에 국경분쟁이 계속되고 중국
의 공세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인도가 무장단체나 파키스탄의 공
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은 더욱 적어질 것이기에 인도로서는 여러모로 상
황악화를 피하기 힘든 형국이다.38)

36) Joshi, “India Has Handed China a Way to Interfere in Kashmir.”
37) EurAsian Times Desk, “Ladakh Now, Kashmir Next: Why India-China War Is and
Attractive Option for Many in India?” The EurAsian Times, July 3, 2020.
38) Shalini Chawla, “Why Pakistan’s Proxy War Will Now Intensify,” The Tribune India,
May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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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출처: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fact-sheet-china-pakistan-economic-corridor-cpec/

이렇게 인도 정부의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과 영토 양분,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의 변경은 국내적으로는 모디 외교정책 2.0의 핵심목표를 마침내 달성한 쾌거
라고 국내 지지자들로부터 칭송받았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인도의 전반적인 외
교, 안보에는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적극적 개입과 국경문제
에서 중국의 거세진 공세를 피할 수 없었으며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전략적 유
대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였다. 또한 무슬림 세계에서 인도의 이미지는 더욱 악
화되었다.
카슈미르 지위 변경정책과 함께 모디 정부가 밀어붙인 국가시민명부(NRC)
정책도 주변국과의 마찰을 악화시켰다. 모디 정부와 BJP는 방글라데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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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법이민자 방지와 불법이민자 축출을 중요한 총선 캠페인 공약 중의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시행은 역시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한 응원을 얻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내 무슬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다양성 민주주의를 크
게 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이 정책은 시민권 명부 확인 후 억울하게 추방된 수
많은 무슬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방글라데시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인도
는 1971년 3차 파키스탄 전쟁을 통해 방글라데시 독립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
고 2015년에는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양국 간에 껄끄럽게 남아 있던 국경문제
를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기에 이러한 갈등 전개는 이제까지의 대
방글라데시 외교성과를 일거에 무효화시키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을 ‘바퀴벌레’라 칭한 인도 내무장관의 발언도 방글라데시 국민들을 경
악시켰다. 방글라데시 하시나(Hasina) 총리 정부는 인도의 NRC 강행 후 예정
되었던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의 인도 방문을 전격 취소하는 등 불편한 속내를 숨
기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방글라데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
서 많은 투자의 기회도 제공했었기에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대립은 인도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놀랍지 않게 중국이 양국 간의 갈등 사이에 파고들어 방글
라데시에 대한 의료, 경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환심을 사고 있다.39)
이렇게 갈완 계곡에서의 유혈 충돌 이후 중국과의 갈등이 악화되고 중국의 공
세가 강화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인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
다. 자연스럽게 중국과 무역전쟁을 포함하여 전 방위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미국
을 비롯한 쿼드(Quad)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강력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무역 분쟁과 같은 일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39) Sumit Ganguly, “India Is Paying the Price for Neglecting its Neighbors,” Foreign
Policy, June 23, 2020; Rajeswari Rajagopalan, “India Under Strain Across South
Asia,” The Diplomat, August 7, 2020. 인도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네팔의
경우도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네팔 의회가 최근 인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가
포함된 새로운 자국지도를 통과하면서 인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역시 중
국이 네팔에 대한 지원과 유대를 급속히 강화하면서 인도 정부를 분노케 하였다. Arun
Budhathoki, “China’s Engagement with Nepal’s Ruling Party Troubles India,” The
Diplomat, July 14, 2020. 스리랑카에서도 최근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라자팍
사 대통령이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오랫동안 스리랑카에 공을 들인 인도를 실망시
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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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으며 호주, 일본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40) 하지만 최근의
중국의 공세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중국과 인도 간에 경제력과 군사력 등 전반적인 국력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1990년 전후 양국이 국경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때는 양국 간에 GDP나 군비
지출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GDP가 인도의 5배, 연간 군비 지
출은 4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41) 또한 최근 중국은 라닥이나 남중국
해 등 영토분쟁이 있는 곳에서 신속하고 강압적으로 움직여 상황을 기정사실화
(fait accompli)하고 있다. 즉 한 번 물러서거나 움찔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것
이다.42) 사실 험준한 히말라야 지역에서 장비, 병력, 군비 등에서 열세인 인도
군에게 많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지도 않는다.43)
따라서 인도로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국, 호주, 일본 같은
영외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중국의 침투에 공동으로 결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수적일 것
이다. 그러나 모디의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카슈미르 연방 직할
령 강제와 국가시민명부 강행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모디가 히틀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등 모디 정부의
노골적인 반무슬림 극우 민족주의 국내정책은 모디 총리가 과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있
어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지에 큰 의구심을 자아내었다. 또한 비록 모디와 유사
한 극우 포퓰리스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의 국내정책
에 애써 함구하였지만44) 민주당의 대통령, 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과 카말
40) Rajeswari Rajagopalan, “The Galwan Valley India-China Skirmish Is a
Gamechanger for New Delhi,” The Diplomat, June 18, 2020; Rupakjyoti Borah, “Why
Indi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me Together,” The Diplomat, June 25, 2020.
41) Sumit Ganguly and Manjeet Pardesi, “Why We Should Worry about China and India’s
Border Skirmishes,” Foreign Policy, May 23, 2020.
42) Ankit Panda, “Why the ‘Old Normal’ Along the Sino-Indian Border Can No Longer
Stand,” The Diplomat, July 09, 2020.
43) Sushant Singh, “Modi’s Himalayan Dilemma,” Foreign Affairs, October 6, 2020.

132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라 해리스는 모디 정부의 카슈미르 정책과 국가시민명부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
판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45) 더 나아가 모디
의 집권 초기에 그의 외교 행보는 이웃국가 우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일관성과 꾸준함이 결여되었고 강경한 극우 국내정책과
맞물리면서 현재 주변국들과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되었다. 인도와 전
통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국가들과도 모디
정부 초기와는 달리 사이가 부쩍 멀어졌다. 특히 이러한 관계악화에 크게 일조
한 것이 모디 정부의 강경한 국내 힌두 민족주의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야 한다.

5. 결론
미중 간의 경쟁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인도-중국 국경에서 지난 6월 벌어진
국경 유혈사태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강압적 공세와 양국 군 간의
충돌로 전례 없이 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이런 충돌의 원인과 향후 대책, 인
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분쟁이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다. 양국은 이미 1962년 국경분쟁이 원인이었던 전쟁을 치른 바 있
고 이후에도 히말라야의 험준한 고산지대에서 실질적이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못하며 뚜렷한 선이 존재하지도 않는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을 사이에 두고 수차례 충돌하였다. 2017년에는 양국과 부탄 간 접경지역
44) 모디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카슈미르 지위변경도 트럼프가 묵인했기에 가능했었
다는 평가도 있다. Abhijnan Rej, “How India Dealt with Donald Trump,” The
Diplomat, November 2, 2020.
45) Slavatore Babones, “What the West Needs from Modi,” Foreign Policy, September
11, 2020.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대체로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에게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외교정책은 너무나 중요한 공동의
위협요인이기 때문이다. Ravi Agrawal, “What the US Elections Mean for India,”
Foreign Policy, November 6, 2020; Akriti Vasudeda, “A Biden-Harris Administration
Spells Steady Continuity in US-India Relations,” The Diplomat, November 11, 2020.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_ 133

인 Doklam에서 두 달 넘게 대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라닥의 갈완 계곡
에서의 충돌은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양국 군대 간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
함으로서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번 충돌의 직접적 원인 중의 하나로 2019년
8월 인도 정부의 연방헌법 수정을 통한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과 잠무⋅카슈미
르와 라닥으로의 영토 양분, 그리고 이 두 영토의 연방 직할령으로의 전환이 크
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미 이 정책 발효 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중국의 신장 문제에 대한 주의를 돌리
기 위하여 적극 개입을 선택하면서 카슈미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도의 카슈미르 지위변경 정책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킴과
함께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파키스탄의
칸 정부는 11월 1일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직접관할에 있었지만 파키스탄 헌법에
도 표기되지 않았을 정도로 모호하게 북부지역(Northern Areas)이라고 칭해졌
던 파키스탄 통치 카슈미르의 일부(다른 하나는 Azad Kashmir)를 공식적으로
길깃발티스탄(Gilgit-Blatistan)이라는 지방(Province)으로 격상시킨다고 발
표하였다. 이는 다분히 인도의 2019년 8월 인도통치 카슈미르의 지위변경에 대
응하는 것이지만 CPEC 주변의 안전한 전략적 환경을 원하는 중국의 강력한 요
구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46) 이러한 파키스탄의 정책에 대해 인도는
길깃발티스탄 자체가 인도의 통치령이기에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
이라고 즉각 반발하였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은 인도의 국내정책 변화
에 대하여 파키스탄-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라닥의 통제선 주변에서
최근 군사적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47) 즉 인도는 외교⋅안
보적으로 2019년 8월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46) Kunwar Khuldune Shahid, “Pakistan Is Doing Its Own Political Reengineering in
Kashmir,” Foreign Policy, October 12, 2020; Sudha Ramachandran, “The Complex
Calculus Behind Gilgit-Baltistan’s Provincial Upgrade,” The Diplomat, November
14, 2020.
47) Abhijnan Rej, “China Digs Its Heels in – in Ladakh and Elsewhere,” The Diplomat,
Novembe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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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카슈미르 지위변경 정책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목적에 따라 진
행된 NRC 정책은 국내 민주주의의 약화와 주변국, 특히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렇게 BJP 강경 민족주의자로서 모디 총리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일련의 국내정책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도발하고 주변국과의 관
계를 악화시킴으로서 중국의 강압적 공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힘들게 하였다.
즉 최근 1년의 인도 국내외 정책 분석 사례는 극우 포퓰리즘적 국내정책의 시행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의도하지 않게 인도의 안보환경을 상당히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위 있는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모디
의 일련의 국내 사회정책이 사회갈등과 경제, 그리고 외교정책 분야에 끼친 심대
한 악영향을 반영하여 인도가 2020년 다섯 번째로 지정학 위험(Geopolitical
Risk)이 큰 나라라고 발표하였다.48) 이러한 명백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모디
의 강경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이 쉽게 바뀌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의 여
론조사에서 BJP와 힌두 민족주의 정강⋅정책은 젊은 층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9) 이러한 높은 지지율에 힘을 얻어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5일 1992년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된 바브리 모스크
의 잔해 위에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람(Ram)신을 모신 사원을 재건하는 주춧돌
을 놓는 행사에 참여하여 전국에 생중계하였다. 이미 독립성이 훼손된 대법원이
람 사원 건립을 허용한다고 작년 말에 판결하였지만 모디는 카슈미르의 특별지
위를 박탈한 2019년 8월 5일의 1주년을 기념한 날을 특정하여 행사를 진행함으
로서 그의 의도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힌두 민족주의 기반 행보를 분명히 하
였다.50) 1년이 지난 카슈미르는 여전히 군경의 삼엄한 감시 하에 기본적인 사
48) Suhasini Haidar, “Modi Govt. Policies Hampering India’s Economic Growth, Foreign
Policy: Risk Firm,” The Hindu, January 09, 2020.
49) Chandra, “How Hindu Nationalism Went Mainstream.”
50) Ravi Agrawal, “Modi Declares End to “Centuries of Waiting” for Hindus, “Foreign
Policy, August 6, 2020. 또한 최근 인도에서 가장 큰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대폭 줄였는데 삭제된 내용은 대부분 민주주의, 연방주의, 인권, 시민권 등의 개념이라 모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극명히 드러내었다. Tish Sanghera,”Modi’s
Textbook Manipulations, “Foreign Policy, August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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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 문화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모디가 약속한 투자도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쌓인 불만과 분노가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우려하는 목
소리가 큰 상황이다.51)
기존 외교정책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여론, 국내정치의 동학 등 국내
정치적 요인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활발히 개진되었
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보이듯이 인도의 최근 사례는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
는(끼치기 위한) 국내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외교정책과 무관하게 진행된 거의
순수하게 국내정치적 시도가 의도하지 않게 국가의 외교전략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또한 이렇게 특정 지도자의 성향이나 정권
지지층의 이데올로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국내정책이 의도하지 않게(혹은 개의
치 않고) 그 국가의 외교정책에 악영향을 끼쳐 외교안보의 전반적인 상황을 악
화시키는 것은 비단 인도 모디 정부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내 분리세력 엄벌과 중화민족주의 주입을 위해
강행된 시진핑의 신장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강제동화 사업은 전 세계적인 공분과
함께 특히 무슬림 세계의 분노를 촉발하였다. 현재는 중국의 압도적인 자금, 군
사, 의료지원 등으로 그 여파가 크진 않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과연 중국의 일
대일로가 무슬림 인구가 많은 중앙아시아, 중동, 동아프리카에서 제대로 진행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일국양제 원칙을 져버린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이라
는 중국의 정책도 전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국내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홍콩 특별경제지위 박탈 등 경제적, 외교적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분히 인종차별 성향이 가미된 포퓰리즘적인
강경한 반이민정책이나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는 등의 정책들도 국
내 지지자들에게는 큰 환호를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동, 남미 국가들과의 불
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켜 미국의 경제, 안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렇게 국내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외교정책에의 악영향도 치밀하고

51) Sumit Ganguly, “Kashmir’s Year of Hopelessness,” Foreign Policy, August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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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이다. 또한 최근 몇 년 간의 반세계화 기조와 코
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가 관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연결성
이 심화되어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간의 구분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
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도 모디 행정부의 강한 힌두 정체성 국내정치가 인도의 전반적인 외교전략
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중국의 대인도 공세를 강화하게 만들어 버린 최근의
남아시아 정세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도출할 것인가? 먼저 강경한 정체성
적 국내정치가 외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비단 인도만의 문
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전술했듯이 중국도 애국주의와 중화 민족주
의가 강하게 가미된 국내정치적 호소를 영토존엄성과 민족동화의 이름으로 밀
어붙이면서 많은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최근 한복과 김치의 원조를 둘러싼
우리와의 논쟁이나 방탄소년단 멤버의 한국전쟁 시 미국의 도움 코멘트에 대해
항미원조를 들고 나와 역사전쟁을 감행하며 방탄소년단 보이콧을 감행한 사례
에서 보이듯이 중국은 이미 과도하게 애국주의에 경도된 중국 시민들을 만족시
키기 위해 주변국과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다분히 국내정치
지향성이 강한 초민족주의적 공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차분하고 냉
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의) 정체성, 역사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우리 국내에서 반중(이나 반일) 감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하여 정치
적 입지를 다지려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주변국과의 원활한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포용적,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_ 137

참고문헌
1. 단행본
고경희, 뺷인도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뺸. 서울: 인간사랑, 2003.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Kaufman, Stuart. Modern Hatreds: The Symbolic Politics of Ethnic War.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Khong, Yuen Foong. Analogies at War: Korea, Munich, Dien Bien Phu,
and the Vietnam Decisions of 196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Menon, Shivshankar. Choices: Inside the Making of India’s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Mintz, Alex and Karl DeRouen Jr.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Neack,

Laura.

The

New

Foreign

Policy:

Complex

Interactions,

Competing Interests. Rowman & Littlefield, 2014, 3rd edition.
2. 논문
남궁곤, “제2장 외교정책 결정요인” 김계동 외 뺷현대외교정책론뺸. 명인문화사,
2012, 제2판.
Agrawal, Ravi. “What the US Elections Mean for India,” Foreign Policy,
November 6, 2020.
. “Modi Declares End to “Centuries of Waiting” for

138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Hindus,” Foreign Policy, August 6, 2020.
Ahmad, Shabir. “Is the Galwan Valley Dispute Linked with the End of
Article 370? “Kashmir Reader, June 21, 2020.
Alam, Majis. “Pakistan’s Kashmir Policy Post-Article 370,” The
Diplomat, July 09, 2020.
“Assam NRC: What next for 1.9 million ‘stateless’ Indians?” BBC,
August 31, 2019.
Babones, Slavatore. “What the West Needs from Modi,” Foreign Policy,
September 11, 2020.
Biswas, Soutik. “What happens to India’s four million ‘stateless’
people?” BBC, July 30, 2018.
Borah, Rupakjyoti. “Why Indi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me
Together,” The Diplomat, June 25, 2020.
Budhathoki, Arun. “China’s Engagement with Nepal’s Ruling Party
Troubles India,” The Diplomat, July 14, 2020.
Chacko, Priya. “3. Constructivism and Indian Foreign Policy,” in Harsh
Pant, ed., New Directions in India’s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x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Chandra, Kanchan. “How Hindu Nationalism Went Mainstream,” The
Diplomat, June 13, 2019.
Chawla, Shalini. “Why Pakistan’s Proxy War Will Now Intensify,” The
Tribune India, May 9, 2020.
Choahan, Neelima and Sean Mantesso, “China’s Geopolitical Ambitions
Extend to Both Pakistana dn Indian Kashmir,” ABC, August 31,
2019.
“Citizenship Amendment Bill: India’s new ‘anti-Muslim’ law explained,”
BBC. December 11, 2019.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_ 139

Dar, Zafar. “Kashmir’s Bloody November,” The Diplomat, December 11,
2018.
Deka, Kaushik. “Why the nationwide NRC proposed by Amit Shah is
being criticised | India Today Insight,” India Today, November
22, 2019.
The Editors, “Will Modi’s Hindu Nationalist Agenda Tear India Apart?”
July 2, 2020 at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insights/
28055/in-india-modi-is-putting-hindu-nationalism-aboveglobal-relevance (검색일: 2020년 7월 20일).
EurAsian Times Desk, “Ladakh Now, Kashmir Next: Why India-China
War Is and Attractive Option for Many in India?” The EurAsian
Times, July 3, 2020.
Faleiro, Sonia. “Dismantling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Foreign
Policy, April 3, 2020.
Ganai, Naseer and Bhavna Vji-Aurora, “After Revocation of Article 370,
Has China Become a ‘Third Party’ to Kashmir Dispute?” at
https://www.outlookindia.com/magazine/story/india-news-afterrevocation-of-article-370-has-china-become-a-third-partyto-kashmir-dispute/303297 (검색일: 2020년 7월 3일).
Ganguly, Sumit. “Kashmir’s Year of Hopelessness,” Foreign Policy,
August 5, 2020.
. “India Is Paying the Price for Neglecting its
Neighbors,” Foreign Policy, June 23, 2020.
. “Narendra Modi Should Calm Tension In Kashmir
Rather than Inflame Them,” Foreign Policy, February 19, 2019.
. “Ch. 1. The Genesis of Nonalignment” in Sumit
Ganguly ed., India’s Foreign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140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Ganguly, Sumit and Manjeet Pardesi, “Why We Should Worry about
China and India’s Border Skirmishes,” Foreign Policy, May 23,
2020.
Gupta, Surupa and Rani Mullen, “Introduction,” in Surpa Gupta et. al.,
“Indian Foreign Policy under Modi: A New Brand or Just
Repackaging?”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 Vol. 20 (2019).
Haidar, Suhasini. “Modi Govt. Policies Hampering India’s Economic
Growth, Foreign Policy: Risk Firm,” The Hindu, January 09,
2020.
Hooda, Samanvya. “What the Bifurcation of Jammu & Kashmir Tells Us
About India’s China Strategy,” The Diplomat, August 15, 2019.
“India Assam: ‘I won’t die before I prove my Indian citizenship’,” BBC,
September 3, 2018.
Iwanek, Krzystof. “Under Modi, How Did Hindu Nationalism Affect
India’s Foreign Relations?” The Diplomat, April 27, 2019.
Joshi, Anik. “India Has Handed China a Way to Interfere in Kashmir,”
Foreign Policy, June 16, 2020.
Kinnvall, Catarina. “Populism, Ontological Insecurity and Hindutva:
Modi and the Masculinization of Indian Politic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2, No. 3 (2019).
Mitra, Mili. “This is the Modi government’s darkest moment,” The
Washington Post, August 6, 2019.
Ollapally, Deepa and Rajesh Rajagopalan, “Ch.3 India: Foreign Policy
Perspectives of and Ambiguous Power,” in Henry Nau and Deepa
Ollapally, eds., Worldviews of Aspiring Powers: Domestic
Foreign Policy Debates in China, India. Iran, Japan, and Russia.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_ 141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anda, Ankit. “Did India’s Bifurcation of Kashmir Cast a Shadow Across
the Line of Actual Control?” The Diplomat, August 6, 2020.
. “Why the ‘Old Normal’ Along the Sino-Indian Border Can
No Longer Stand,” The Diplomat, July 09, 2020.
Pant, Harsh. “1. Introduction,” in Harsh Pant, ed., New Directions in
India’s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x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avri, Tinaz. “Ch. 8. Coming into Its Own: Indian Foreign Policy” in
Ryan Beasley et al. eds.,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es on State
Behavior. CQ Press, 2015, 2nd edition.
Perrigo, Billy. “4 Million Indian Citizens Could Be Made Stateless
Tomorrow. Here’s What to Know,” Time, August 30, 2019.
Rajagopalan, Rajesh et. al, “Book Review Roundtable: Ian Hall’s Modi
and the Reinvention of Indian Foreign Policy” Asia Policy, Vol.
15, No. 2 (April 2020).
Rajagopalan, Rajeswari. “India Under Strain Across South Asia,” The
Diplomat, August 7, 2020.
. “The Galwan Valley India-China Skirmish Is a
Gamechanger for New Delhi.” The Diplomat, June 18, 2020.
Ramachandran, Sudha. “The Complex Calculus Behind Gilgit-Baltistan’s
Provincial Upgrade,” The Diplomat, November 14, 2020.
Rej, Abhijnan. “China Digs Its Heels in – in Ladakh and Elsewhere,” The
Diplomat, November 23, 2020.
. “How India Dealt with Donald Trump,” The Diplomat,
November 2, 2020.

142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 “India’s Frontier Paradox,” The Diplomat, August 22,
2020.
Sanghera, Tish. “Modi’s Textbook Manipulations,” Foreign Policy,
August 6, 2020.
Shahid,, Kunwar Khuldune. “Pakistan Is Doing Its Own Political
Reengineering in Kashmir,” Foreign Policy, October 12, 2020.
Singh, Sushant. “Modi’s Himalayan Dilemma,” Foreign Affairs, October
6, 2020.
Smith, Jeff. “Strategic Autonomy and US-India Relations,” War on the
Rocks, November 6, 2020 at https://warontherocks.com/2020/
11/strategic-autonomy-and-u-s-indian-relations/ (검색일: 2020
년 11월 20일).
Stein, Janice Gross. “6.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Rational,
Psychological, and Neurological Models,” in Steve Smith,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and
Cas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Um-Roommana and Suhail Bhat, “Kashmir’s Teenage Militant,” The
Diplomat, December 27, 2018.
Vasudeda, Akriti. “A Biden-Harris Administration Spells Steady
Continuity in US-India Relations,” The Diplomat, November 11,
2020.
Winter, David et al., “The Personalities of Bush and Gorbachev
Measured at a Distance: Procedures, Portraits, and Policy,”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etical
Essays. Harper Collins, 1996.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_ 143

3. 인터넷 자료
“India: Events of 2018,” Human Right Watch at https://www.hrw.
org/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india (검색일: 2019년 11월
15일).
“NRC soon in entire country: Amit Shah,” November 20, 2019 at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national/nrc-proc
ess-to-be-carried-out-in-entire-country-amit-shah/article3
0027360.ece (검색일: 2020. 5. 22).

14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Abstract

A Dilemma between Domestic Identity Policies
and Diplomatic Strategy: The Case of Modi’s
Hindu Nationalist Domestic Policy and Its
Collision with China’s Aggressive Foreign Policy
Kim, Tae-Hyung (Soongsil University)

The bloody clash between Indian and Chinese soldiers along the frontier
in June, 2020,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worsen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US and China, shocked the world. The confrontation resulted in
many casualties and caused an anti-China uproar in India. Yet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incident was the Indian government’s revocation of the
Constitution 370, which granted Kashmir a special autonomous status, and
the bifurcation of Kashmir by Jammu & Kashmir and Ladakh in August
2019. The decision, long demanded by Hindu nationalists, caused an
immediate resistance by local population and Modi responded with harsh
crackdown. The Modi government also went ahead with the controversial
National Registration of Citizenship(NRC), which was intended to strip off
citizenship from people in eastern states, mostly muslims, in the name of
expelling illegal immigrants from Bangladesh. These brazenly Hindu
nationalist and anti-Muslim domestic policies have been widely applauded by
Modi supporters but ended up critically damaging India’s foreign and
security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t unnecessarily allowed Chinese
intervention and mad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kistan and China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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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r. India’s policy also hurt its longstanding amicable relationships with
Bangladesh(and Nepal). Thus the collateral damage on India’s diplomatic
strategy of Modi’s populist domestic policy has been enormous. Given the
spread of right wing populism all around the world, scholars ne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damning effect of a state’s domestic policy on foreign
policy and security strategy.
Key Words: Modi Foreign Policy, Hindu Nationalism, Indo-China Rivalry,
Kashmir, NRC
투고일: 2020.10.20.

심사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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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2.0 구상
: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조재욱 (경남대학교)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필요성 및 여건 검토
3.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평가
4. 방향성 재고: 최소한의 조건과 과제
5. 맺음말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
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교류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민선7기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참여 의지
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그대
로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외에도 지역의 특색과 역량은 거의 고
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
정부가 목적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 없이 강한 의욕만을 앞세
운 채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
역사회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지지를 받는 사업을 준비해야만하며, 그 속
에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독자성, 북측
의 수요, 지방정부의 공급능력을 고려해서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과거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속에 사업을 진
행해야 한다.
| 주제어 | 지방정부, 북한,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

1. 머리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남북관계의 개선 조짐은 ‘남북교류협력
2.0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하지만 거듭된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와 여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교류진
척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방이 나서서 교류의 물꼬를 터
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굳게 닫힌 북한사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1)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본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
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교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2) 최근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준비
하고 추진하던 각종 교류사업이 정체되거나 더디게 진행되자 이를 극복하고 대
체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북한 도시연결 같은 지방간 교류사업 등을 구체화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봤듯이 실제 실현이 된다면 향후
정치적 부침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활동범위와
실천이 제한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시기상조라
는 점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은
남북한 간의 ‘기초협력 근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사전적 접
근(precedence approach)’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역대 우리정부는 점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집행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공동체나 단체보다는 ‘정부’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권을 통한 지속적
인 대북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지방정부의 개념 확장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송상훈 외, 뺷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뺸(경기연구원, 2017).
2) 국정자문위원, 뺷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뺸(2017),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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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 통일방안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통일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가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이미 광역정부 전부
는 교류사업을 구상한바 있으며, 민선7기 출범 이후부터는 다수의 기초정부에
서도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은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외에도 지역
의 특색과 역량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의 부피와 크기에만 중요성을 두
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정부가 목적과 방식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과 검토 없이 강한 의욕만 앞세운 채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우선시하고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에 따른 명확한 방향성이 확립되어야하며, 이
와 함께 사업의 차별성과 호혜성이 뒤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는 과거
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들만의 고유의 색깔을 가진
교류협력 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2.0 구상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필요성 및 여건 검토
가. 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나
교류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에도 정치⋅군사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지 않
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경제협력 같은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사업이 반드
3) 조재욱, “통일과 지방정부,” 뺷새로운 통일이야기뺸(한울, 2017), p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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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화를 가져온다는 ‘기능주의적 시각’4)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 그러나 교류사업이 정치⋅군사적 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기보
다는 간접적이며,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간 범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교류사업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진화는 필요하다. 교류사업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5)
하지만 주지하듯 교류사업은 10년이라는 단절의 기간을 겪었다. 이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와 북핵 문제가 가장 크지만 우리내부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국민들
의 통일공감대 형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주변국의 대북정책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
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력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중앙정
부의 입장과 정책이 계속해서 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일관성 있는 지원과 도
움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교류사업이 진전을 거
듭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후퇴 한 것은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교류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참여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 중앙정부가 남북한 당국 간의 약속이나 협정체결을 통해 ‘교
류협력의 뼈대’를 잡는다면 지방정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교류
협력의 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교류사업을
주도할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논 할 수 있다.
4) 기능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A.J.R. Groom and Paul Taylor,
Functionalism: Theory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75); 구영록, 뺷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뺸(법문사,
2000).
5)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 뺷북한연구학회보뺸 제10권 1호
(2006), p. 56.
6) 김동성 외, 뺷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뺸(경기발전연구원, 2016),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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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색이 옅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으로부
터 비교적 자유로워 그 결과 상대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교류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현실주의적 안보시각에서 대북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만 한다.
중앙정부의 교류사업은 정치⋅군사적 환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
엇보다도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중 시킬 수 있
다. 교류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국내외의 정치적 셈법의 구조적 환
경에서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은 지방정부가 사업의 주체로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유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질 경우 남북관계
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거나 숨통을 튀 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하는데 지방정
부는 정부적, 준당국적, 시민단체적 성격을 모두 다 보유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 물밑에서 소통창구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7) 동서독의 경우 중앙정부간
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에도 지방정부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전개
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통일여건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을 받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민간단체와 달리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이용한 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교류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지만 지방정부처
럼 공공기관이라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등으
로부터 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자체적 예산확보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대북강경책을 추구하는 정권이 출범
할 경우 예산확보 여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정부는 시민단체보다
큰 규모의 자금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 및 범위의 교류사업을
구상할 수 있으며,8) 특히 산하기관 활용과 전문가 영입이 가능하여 전문성과
7) 진행남, 뺷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및 과제뺸(제주평화연구
원, 2008),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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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갖춘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평화담론을
형성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다. 남북한 교류의 당연목표는 남북한의 동
질성 회복과 통일기반 조성이다. 중앙정부의 교류사업은 북한의 중앙정부를 상
대로 하기 때문에 정치 및 전략적 성격을 갖고 대규모, 대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일반시민들은 뒷전의 구경꾼으로 남게 된다. 반면 지방정
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때문에 지
방정부가 교류협력에 중심주체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
다. 특히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북한주민의 실생활에 관
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그 만큼 지역사회 및 일반시민의 참여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9) 이는 현존하는 남북한 간의 이질성 해소와 대북정책을 둘
러싼 한국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색깔에 따라 일관성
을 유지하지 못했고, 정치⋅군사적 사안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통
일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신뢰관계가 극과 극을 오가는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민간사회의 교류사업도 정권에 의해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
런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면서 공식적 권위와 구조를 갖춘 지방정
부의 교류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책의 경직성과 민간차원의 불
안정성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된다.10) 장기적이고 확고한 남북한 간의 대화
와 교류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교류사업을 전개할 필
요성이 있는 것이다.

8)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각각 약
390억 원, 50억 원 정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류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대구
시와 경상북도도 50억 원, 충청북도도 34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9) 김동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뺷월간공공정책뺸 166호(2019), p. 52.
10) 류지성, “다원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뺷한
국동북아논총뺸 37집(2005),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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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여건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여건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첫째, 교류사
업이 진영논리의 이분법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때 우
리사회에서 진영논리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분야가 바로 대북정책이
다. 진영논리는 우리사회에 지극히 소모적인 이념의 갈등을 유발시켜 남남갈등
이라는 분열을 낳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은 저해
되었으며, 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협상력 약화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그러
나 오늘날 교류사업은 더 이상 진영논리가 크게 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의 국민들도 교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놓이면 교류사업에 대한 여론은 매우 싸
늘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와는 대조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표 1]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남북한 관
계가 최악의 국면일 때 교류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자료이
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는 별개로 남북교류는 ‘지속해야한
다’는 의견이 과반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국면에 처해졌을 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
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조건 없는 대북지원
과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74.4%나 보였다.11)
[표 1] 남북한 경색국면 시 교류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
지속해야한다

중단해야한다

모름/ 무응답

비고

2006/10/10

52.9

45.3

1.8

1차 핵실험

2010/7/17

64.9

33.6

1.5

천안함 폭침

2010/12/1

56.1

41.2

2.7

연평도 포격

출처: 국회정보위원회 2010, 12-13.

11) 뺷문화일보뺸, 20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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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속에 실시된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교류사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12) 종합하면 우리국민들은 전체적으로 교류사업
이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낮추는데 기여했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유
효한 수단이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북정책을 논함에 있어 교류사업은 더
이상 진영논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 앞으로 교류사업이 정치
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이와 관련한 선순환적 효과가 나타난
다면 향후 우리국민들은 교류사업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추구해야할 당위사업
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민선7기부터는 지방정부가 교류사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교류주체는 오
직 남북한 간의 교역을 위한 사업자와 협력사업을 위한 법인, 단체만을 규정하
고 있었다. 실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교류사업의 주체로 나설 경우 자칫 중
앙의 대북정책 조정 및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대
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교류사
업의 당사자로 포함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주체가 아닌 민간단체의
후원자 역할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선7기 이전의 지방정부는
사업자라는 지위가 없는 한계성을 내포한 채 활동을 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교류사업의 중앙 집중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방의 참
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
월,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교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라 당부 하였으며, 정책결정
과정에도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13) 그 실천적 일환으
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 합의문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의 행위
12) 서울시가 2020년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가
76%(매우 필요하다, 34.6%, 필요하다 41.4%)를 차지하였다. 서울시, https://news.seoul.
go.kr/gov/archives/514365?tr_code=sweb(검색일: 2020. 8. 26).
13) 2017. 8. 23. 통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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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2019년 10월,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지방정부는 교
류사업을 민간단체와의 동행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남북한 간의 도시 자매 및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4) 통일독일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은 주
민들의 접촉 및 대화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결국 상호 유대감 및
동질성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5) 현재 이 사업은 북측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측도 여기에 완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채 가능성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16)
셋째, 북측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교류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김정
은 시대 주목할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에 자율권과 재량권이 과거보다 상
대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17) 이는 달리말해 향후 남한이 북한과
의 협력 범위를 확대 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
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북한은 지역의 특색
을 반영한 경제개발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에서 시도 인민
위원회에게 관리기관 조직권, 시행세칙 제정권, 노동력 알선권 등의 권한을 부
여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듯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북측의 지방은 개발은
커녕 자구(自救)를 할 수 있는 능력조차 미약하다.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고
지방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 시설 및 각종 사회적 인프라 구
축 등의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외부차원에서의 지원 없이는 쉽지
14) 2020년 8월 현재 화성이 자매도시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강원 고성군, 서울 성동구와 중랑
구, 경기도 수원시와 광명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전주시, 광주 남구, 부산 진구, 경남 고성
등과도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15) 김학성 외,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뺷연구총서뺸(통
일연구원, 2001), p. 61.
16)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인 2018년 10월20일부터 23일 동안 경기도, 부산시,
세종시의 단체장들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방북을 한 적이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양측의 논의가 이뤄졌다.
17) 정은이, “침몰위기의 남북 협력, 지방정부가 선도하자,” 뺷KCI BRIEF뺸 No. 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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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역시 북미관계 개선 등 일정 부분의 여건만 갖추
어 진다면 남측과 본격적인 교류사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정치색이
덜한 남측의 지방정부가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평가
가. 1.0 버전의 평가와 교훈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은 근 10년 동안 단절의 시기를 가졌고, 다시 부활의 움
직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 버전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본 절에서
는 먼저 1.0 버전의 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정부가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부터이다. 1999년 2월에 대북
지원에 대한 창구 단일화 원칙이 폐기되어 모든 단체들이 독자적인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강원도를 필두로 한 접경지역 지방정부
가 먼저 교류사업에 대해 조례제정과 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은 가시화 되었다.
이후 충남을 제외한 15개 광역정부 전부는 교류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
두 마련하였다. 하지만 조례 제정 여부만으로는 법⋅제도적 추진체계를 잘 갖추
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별로 조례 제정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교류사
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18) 조례제정 시기를 보면 강원
(1998.12)을 시발로 경기(2001.11), 광주(2003.1), 전남(2003.6)순이었고, 이외
나머지 광역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류사업이 한참 탄력을 받던 2004∼2008년 사
이에 조례제정을 모두 마쳤다.19)
18) 나용우 외, 뺷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뺸(통일연구원, 201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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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중앙정부의 교류사업은 군사적 대립의 완화를 가져왔음은 물론 평화
와 번영이라는 가치증진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이에 지방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속에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
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교류사업을 평화와 통일이라는 당위적 차원이
아닌 자신의 치적 및 차기 선거 준비 같은 정치적 계산 하에서 접근한 것이 사실
이며, 일부 지방정부는 이웃지방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무작정 따라하기식’ 모
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교류사업의 구체화와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조직 및 인력이 상
당수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를 갖추지 못했다. 전담부서를 직접 설치
하여 운용하는 곳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곳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지방
정부들은 대체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류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겼다.20) 특히 1∼2명의 인력만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대
부분이었고, 이 인력마저 정기인사 때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이벤트성, 전시성, 일회성 등의 지속성을 수반하지 않는 교류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일방적 지원의 한계를 보여 준, 즉 남과 북이
상호 호혜적인 결실을 맺는 사업은 거의 드물었다. 그 결과 일부 교류사업은 오
히려 지역민들 간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근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대단한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예컨대,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과 북이 함께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을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이 사업은 경기도가 중심
이 되어 이후 인천, 강원이 함께 참여하여하는 지방정부 연대 사업으로 확장하
였다. 북측의 보고에 따르면 사업이듬해인 2009년부터 개성지역을 비롯한 북한
19) 이러한 결과는 접경과 비접경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교류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지역주
민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강원과 경기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교류사업은 지역
의 발전 및 안전과 연관이 매우 깊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광주
와 전남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 나용우 외, 뺷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뺸(통일연구원, 2018),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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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정도,21) 남한의 접경지역에서는 2013년에 80%
정도가 감소하였다.22) 방역사업이 중단된 이후 2014년부터는 남한의 환자수가
증가추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방역사업이 남북한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는 방증(傍證)이라 볼 수 있다.
제주는 지방정부 교류사업의 ‘효시(嚆矢)’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제주는 1998
년부터 2010년 2월까지 매년에 걸쳐 총 4만8,328톤의 감귤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였고, 이사업은 북한의 핵실험 위기 때도 지속되었으며, 외국 언론은 이
를 두고 ‘가장 성공한 비타민C 외교’라고 극찬을 한바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감사의 표시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도민을 초청하였다.
감귤지원 사업이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적 성격 이 외에도 당
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감귤 가격이 폭락하게 되자 감귤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즉 인도적 지원과 수급 조절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제주 농가를 비롯한 도민들로부터 전
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축산지원 사업까지 구상하
게 되었다.23)
경남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협동농장의 남북공동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은 농사경험이 많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원들
과 함께 10여 차례 이상 북한 장교리를 방문하여 현지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현지 주민들과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며 남측의 기술을 전수하였다. 특히 경
남은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북측에 딸기 모종
재배기술을 전파함은 물론 재배된 모종을 남측에 반입하는 것을 정례화 하여 양
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끔 하였다. 그 동안 경남의 딸기농업 종사자들은 모종
을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였지만 교류사업을 통해 대체 효과를 볼 수 있게 되
었고, 또 생산된 딸기를 ‘통일딸기’로 브랜드화하여 도민들에 통일 먹거리를 제

21) 뺷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백서뺸(2016), p. 252.
22)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1093505(검색일: 2020. 7. 22).
23) 최대석 외, 뺷지방자체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뺸(통일부, 2009),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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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하였다. 이후 경남은 도민들의 호응 속에 단계적으로 분야별 교류사업을 확
대하였고, 그 일환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콩⋅우유 공장을 짓기로 하
였다.24)
이렇듯, 위 소개된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은 단순 퍼주기 식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남과 북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대표적인 상호 호혜성을 갖고 있
었다. 그 결과 지역민들이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촉매제 역
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차기 사업도 지지와 호응 속에 진행할 수 있는
발판 구실을 하였다. 특히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분야에서 출발한 소규모의 사업이라 잠재적 위험이 적었고, 북측 입장에서는 반
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지속성이라는 담보를 내포할 수 있었다. 이는 곧 경
기형, 제주형, 경남형 교류사업 모델이라는 호평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대표
적인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나. 2.0 버전의 구상과 한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한의 직⋅간접적 소통은 남북
관계의 변곡점을 만들었고,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양 정상의 합의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의 압도적 지지는 교류사업 재개의
청신호를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서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
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언급하는 등25) 교류사업에 있
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또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집권여
당의 대승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여건을 마련하
는데 일조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탑다운(Top-down)과 지방정부의 바텀업(Bottom-up)

24) 조재욱, 앞의 책, pp. 294-299.
25) 뺷헤럴드 경제뺸, 201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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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조화는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전망을 한층 밝게 하였다. 그 결과 민선7기
출범이후 광역은 물론 기초정부까지 교류사업의 선도지역을 표방하면서 사업 참
여에 적극성을 보였다.26) 이처럼 지방정부의 참여 수 확대와 단체장의 적극적
인 의지 표출은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특정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전담할 담당자를 배정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갖는 업무에 대한 추진 의지 및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27) 교류사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업무의 특수성과 수행능력의 전문
성이 요구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전담기구를 편성하고 전문인사를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기와 강
원만 사업전담 부서를 두고 있었고, 나머지 지방정부 대부분은 담당자 1명만 두
고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나마도 담당자는 전담 실무자가 아니어서 다른 행정
업무에 쫒길 경우 교류사업 업무는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28)
[표 2]에서 보듯이, 민선7기 지방정부는 과거에 비해 행정규모와 전문성을 어
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교류사업에 임하였다. 서울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인 경기
와 강원은 국(局) 단위급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지방정부 최초로
행정1 부시장 직속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총괄 책임자를 기존 남
북협력담당관(4급)에서 국장급(3급)으로 격상시켰다. 경기는 민선6기에 도입한
연정부지사 이름을 평화부지사로 변경하였고, 부지사 산하에 교류사업을 전담
할 평화협력국을 신설했다. 강원은 기존 평화지역발전과를 국 단위 규모인 평화
지역발전본부로 격상시켰다. 그 외 인천을 비롯하여 4개의 지역에서 과(課) 단
위급 전담부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8개 지역은 팀, 2개 지역은 1인 단
위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세종과 충북처럼 여전히 1인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전담부서가 격상이 된 곳이 많으며, 담당자 수도 훨씬 증가한 것이 사실이
26) 국가법령센터 법령정보 및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 및
57개 기초정부에서 교류사업 관련 조례를 운영하거나 사업구상을 표방하고 있다.
27) 나용우 외, 앞의 책, p. 28.
28) 최대석 외, 앞의 책,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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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전담부서 외에도
별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이 외에도 북한
및 통일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여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책
임성을 부과하고 있다,
[표 2] 지방정부 교류사업 담당부서 설치⋅운영 현황
시도

전담부서

단위

시도

서울

남북협력추진단

국

울산

경기

평화협력국

국

대전

강원

평화지역발전본부

국

경남

인천

남북협력담당관

과

충남

부산

남북협력기획단

과

전북

광주

남북교류협력과

과

전남

제주

평화대외협력과

과

경북

팀

세종

대구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충북

전담부서
시민소통협력과
(남북교류협력팀)
자치분권과
(남북교류협력팀)
대외협력담당관
(남북교류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국제협력과
(남북국제협력팀)
자치분권과
(남북교류협력팀)
미래전략기획단
(남북교류팀)
자치분권과
(자치협력팀)
자치행정과
(인권팀)

단위
팀
팀
팀
팀
팀
팀
팀
1인
1인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제공(2019년 12월말 기준).

반면 지방정부의 이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방향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거
나 과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
가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거대 프로젝트 사업에 지방정부가 아
무검토 없이 무조건 동참하는 것은 지방차원에서의 교류사업 취지를 반감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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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교류사업 거버넌스는 규범적으로 중앙정부 중심
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교류사업 중에
하나가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이다. 남북 및 대륙철
도 연결로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가 동아시아 물류중심 국
가로 도약함은 물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해 기존 ‘6자회담 참여국’을 포괄하는
다자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철도 협력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29)
이러한 중앙정부의 구상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는 물류 및 철도산업 분야를 자
신들의 교류 사업에 접목을 시키려 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이 사업들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자원 등을 활
용한 지역 밀착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유라시
아 대륙과의 연계성과 맞물려 있고, 한반도 주변국인 러시아의 ‘동방정책’, 중
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한⋅
중⋅북⋅러 4개국 정부의 참여방식 및 투자재원 마련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
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의 여부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체적인 행위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사업이 구체
화되기까지 여러 조건과 변수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의 표류나 무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9) 김은옥,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대한민국 대도약의 新성장동력,” http://www.idp.or.kr/
dataRoom/?table=issue&mode=view&sno=0&search=&field=&cate=&b_idx=291&
(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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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정부 구상과 연계 된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지역

세부추진과제
원산과 나진을 경유하는 부산발 유럽행 열차 운행

부산

부산과 공동 나진항 개발을 위한 부두 운영권 확보
부산-나진-훈춘⋅블라디보스토크 이용 촉진사업

강원
충북

동해북부선 연결
양양-원산 항공연결
청주-어랑(청진) 항공 연결
강호연결 철도사업

경북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창원

남북경협과 철도산업분야 연계 구축

출처: 지방정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분류 및 재작성

일부 지방정부들은 [표 4]에서 보듯이, 북한의 현지개발을 바탕으로 교류사업
을 구상하고 있다. 조선협력지대 구축, 관광산업개발, 특정지역 경제개발 및 투
자지원 같은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들은 오늘날 북한이 가장 원하는 교류사
업들이다. 북한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업들은 엄청난 인프라 구축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엄밀
히 말하자면 정부 및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결합형 교류사업이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지역에 조
선협력단지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한국의 업체들은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북한은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한국의 선진 조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며, 다른 개발 및 투자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북한 위험율 인한 사업의 불안
정성을 안고 임해야하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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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정부의 북한 현지 개발 사업 구상
지역
서울

평양 도로확장 사업 지원

세부추진과제

인천
강원
경북

서해안 남북 크루즈 관광 개발 및 사업
속초-원산 크루즈 관광 개발 및 사업
환동해 크루즈 사업 개발

전남
울산

나진⋅선봉지구 등 두만강권역 개발 및 투자지원
원산 조선협력지대 구축

거제

남포⋅안변 조선협력지대 구축

출처: 지방정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분류 및 재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투자기업을 물색 및 설득하고 일련의 지
원제공을 한다고 할 때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개발지원 사업
은 분야에 따라 향후 군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더욱이 조선 산업의 경우
현재 불황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고용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
업의 명분마저 찾기 쉽지 않다. 북한지역의 개발사업은 향후 통일비용 절감차원
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으며, 설사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망도 불투명하여 지방의회로부터 동
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교류사업은 인도적 지원 및 체육⋅문
화 분야라 할 수 있다. 말라리아 공동방역, 산림복원, 수질개선, 보건의료 협력
같은 인도적 지원 사업들은 과거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 아니며,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
호하고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북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체육⋅문화 교류사업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
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나름 사업의 명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남북한 양측
은 남북관계에서 현안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소강국면을 타개할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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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할 때 체육⋅문화 사업을 활용하곤 했으며,30) 이런 사업들은 지역민들
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 관심도 제고에 일정 부분 역할
을 한다.
하지만 [표 5]에서 보듯이, 체육⋅문화 사업은 북한 측 인사나 단체들이 남한
을 방문해야하는 사업이라 점에서 북측의 수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과
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사회⋅문화단체와 예술단의 방남에는 일정한 금
액이 지불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간, 민간단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어 북측에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가 발행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행사들은 지속할 수 있는 연결성이 그 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성
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표 5] 지방정부의 일회성 및 이벤트성 성격의 체육⋅문화 교류사업
시도명
강원

사업내용
춘천 인형극제 북한 대표단 초청
원산 댄싱 카니발 북한 대표단 초청

경북
광주
대구

안동탈춤축제 공연단 초청
북한 양궁선수단 초청 훈련지원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선수단 초청

부산
충남
충북

부산국제영화제 북한영화관계자 초청
평화 마라톤 개최 및 선수단 초청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선수단 초청

출처: 지방정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분류 및 재 작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선7기 지방정부는 과거에 비해 교류사업의 의
지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문성도
많이 높였다. 지방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는 교류사업 추진 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자금집행 등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과 구상
이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방정부의 의지는 오히려
30) 이수석,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협력의 문제점 진단과 활성화 과제,” p. 1
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071026105755[1].pdf(검색일: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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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으로 작용하여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교류사업
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업의 순기능 및 효과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물들은 지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단체장의 치적으로만 남
는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4. 방향성 재고: 최소한의 조건과 과제
지방정부가 교류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방향설
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바른 방향설정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민선7기 및 이후
지방정부에서 추구하는 교류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그림 1]에
서 보듯이, 사업의 독자성과 수요자의 입장 및 공급자의 능력 같은 최소한의 기
준설정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체계의 보완요소로서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위 기준들과 보완적 요소들은 지방정부가
교류사업에 주체적인 위상을 갖고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의 관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1]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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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민선7기 지방
정부도 여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지와 의욕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업
의 독자성과 지속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정부가 이전과 달라야 하고, 새로운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
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한 방향’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정부들이 앞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서는 사업내용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 사업에 ‘묻어가기 식’ 참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땐 지방정부가 협업체계를 갖추고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방정부가 보완적 역할을 잘 수행 한다면 중앙정부의 대
북사업은 통일기반 조성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
장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핵심 행위자’ 역할을 자처
하면서 사업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북
사업도 일종의 표 관리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사업들은 언론으
로부터 조명을 받기 쉬우며, 이는 자치단체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에
집착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대형 사업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가중 시킬 수 있고, 국내외 정치적 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칫 표류
하거나 좌초할 수 있다. 설령 성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시민
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아니다 보니 교류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자치단체장들은 대형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찾고
있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유발 효과나 세수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사업 외 대북사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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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고 해서 사업현장을 눈에 띄게 확장 시키지는 않는다. 즉 신규채용이 대
폭 확대되거나 협력업체 수가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대형 사업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작용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수요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우선 북한
의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기초협력지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수
용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북한은 이미 2006년부터 UN에 인도적 지원 대
신 개발지원을 요청한바 있다.31)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분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방의 자력갱생 혹은 자력자강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해외투자 유치가 쉽지 않고,32) 그 결과 개발사업 추진에 곤란함을 겪
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약점을 교류사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이는 지방정부에게
기회로 다가 올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 사업들은 북한체제의 성공적인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인이 되며, 나아가 주민들의 인식전환 등 북한사회
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협력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
은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순조로운 이행이 쉽지 않으며, 자
칫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류사업은 공급의 안정성과 지
속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지방정부는 북
한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범주 내에서 개발지원
사업을 추구해야하며,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는 사업 위험율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북한 수용 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공급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 특
31) 임을출, 뺷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뺸(통일연구원, 2006).
32) 나용우 외, 앞의 책,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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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예컨대, 해안을 끼고 있는 지방들은 북한의
관광산업 개발과 이를 통한 남북한 크루즈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이나
쿠바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경제성장의 동
력으로 활용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
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하려한다.33) 특히 관광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와
현실적 접근이 잘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
부는 남북이 연계된 관광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개발 및 관광교류 사업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고 정부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교류사업 참여조건
은 지속성과 수익성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달리말해 기업은 교류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시혜적 성격’을 거의 내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지방정부와 달리 교류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업의 손실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보존해 주기가 쉽지 않
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북한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반영해야 하지만
재원조달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공급능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점-연계 협력기반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이 양적으로 확대 되면서 기초정부들도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사업의 스펙트럼이 한층 더 넓어
지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이고 분절적
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 교류사업에 대한 투자와 사업추진
이 중복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 간에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34)
한편 기초정부는 광역정부와는 달리 행⋅재정적 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놓여

33) 이해정 외, 뺷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뺸(대외경제연구원,
2020).
34) 김동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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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사실이며, 교류사업의 경험이 전무 한 기초정부도 상당 수 존재한
다.35) 그렇다보니 일부 기초정부들은 타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사
업의 지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숙함으로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적 특
색이 묻어나는 개성적인 사업보다 유사⋅중복 및 일회성, 전시성 사업 등이 주
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정부의 교류사업은 ‘풀뿌리 통일운동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
의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상술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정부가 구심
이 되어 기초정부와 함께 협업 시스템을 구축에 나서야 한다. 광역정부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기초정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
업을 운영한다면 지역 간의 유사⋅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고,
기초정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과거 전북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전북은 다른 광역정부와는 달리
시⋅군과 함께 교류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수평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전북도의 교류사업은 더욱더 굳건한 토대위
에 진행되었고, 이는 곧 시⋅군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다.36) 따라서 광역정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기초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아야하며, 그 속에서 광역정부의 큰 프로젝트와 기초정
부의 작은 프로그램들이 연계된 복합적인 교류사업이 추구된다면 기초 및 개발
협력 사업의 동시 추진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와의 연계
를 통해 사업방향을 설정해야한다. 지방의회는 교류사업의 집행과 조례 제정,
35) 김형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전망과 과제,” 뺷통일전략뺸 제18권1호
(2018), p. 146.
36) 전북처럼 전남도 22개의 시⋅군과 함께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조직하여 교류사업을
전개하였다. 단 전남의 경우는 기초지방정부가 먼저 중심이 되어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그 연후에 도(道)가 이런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기초정부가 중심역할을 하고
광역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북이 추구한 수평적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라. 최대석 외, 앞의 책, pp. 202-204.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2.0 구상 _ 171

예산 심의 및 의결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37) 한
국의 의회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와 견제기관의 갈등이
지나칠 경우 행정의 마비를 가져와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
에 없다. 더욱이 분점정부가 일어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저해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지방정부와 의
회의 협업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만 지방정부는 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
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지방의회는 실제 교류사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의회는 교류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인지
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가 기존의 시⋅도의장협의회, 시⋅구⋅군의장협의회나 전국 지방의회 남북교류
사업 정책 네트워크 같은 협업체계를 새로 조직하여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면 지
방의회 차원에서 교류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사
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방정부간의 중
복⋅유사사업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5. 맺음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의 도래는 지방정부가 교류사업의 주체적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이 다각
도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등으로 인해 현재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대내외적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
라 교류사업은 언제든지 재개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상술하였듯이 지방정부의

37) 김형수, 앞의 글,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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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남⋅북⋅미 관계의 빠른 회복과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
정부는 교류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치밀한 로드맵과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화해협력 시대 추구는 지방정부의 새 버전의 교류사업
을 예고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교류사업이 가능해 졌으며, 북측 수
용 여부에 따라 남북 도시 간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
환경 조성은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특색이 담긴 교류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
회는 물론 지방정부가 고유의 교류사업 모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며, 무엇보다
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앞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계
속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분권형 대북정책 실현으로 이어져 남북관계
의 안정적 관리 및 평화공존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중앙 및 지방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공감대’이다. 이는 교류사업이 추구
하는 목표가 지나치게 장기적이거나 추상적이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경제적 격차해소, 경제
적 인프라 구축, 북한의 개혁⋅개방유도 등의 목표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중요
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38)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직접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야한다.
이에 지방정부 교류사업은 정치⋅경제적 명분만을 내세우면서 너무 당위적으
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홍보를 위한 도구로 자리
매김한다면 지속성을 담보 받을 수 없다. 지방정부는 사업의 독자성, 북한의 수
요, 지방정부의 공급능력이 연계된 가운데서 나름 파급력 있고 무게감 있는 사
38) 임강택,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차이: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 뺷북한경제리뷰뺸
9월호(201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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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구해야한다. 그리고 과거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
를 내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속
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광역정부에 국한하여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을 분석한 한계
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더 강화되고 지방정부의 역량이 확대된다면
기초정부의 교류사업 참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이번 민선7기
출범과정에서 그 현상을 목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교류사업 연구에
대한 향후 과제는 광역과 기초정부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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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of the Local Government: Mission and
Approaches
Cho, Jae-wook (Kyungnam Universit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inter-korean
rel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et the “Peace and prosperity” as
one of main goals, and give the enough opportunities to local governments
regarding autonom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It is true that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during the 7th civil election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some problems of the past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are
still being explored. In addition, there is a tendency to pursu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with littl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apabilities. The main reason is that local governments are competi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ith only strong motivation, without specific
plans and considerations for the purpose and capabilities.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need to prepare projects that get consensus and support from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 their own models. It is important to design
plans in consideration of identity, the demand from the partner, and the
supply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with metropolitan - provinci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

178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4호(통권80호)

local councils in order to get lessens from past and pos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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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이정우

3. 시진핑의 ‘발전자’대외정책경향과 중국의 대외정책 특징
: 마가렛 허만의 최고지도자 ‘인격특징’이론을 중심으로

이민규

4.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중⋅러관계 전망
: 협력과 갈등 그리고 회피

김진용⋅연성흠

5.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의 신패러다임
: 스마트파워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전략

최윤미

6. 국제사회의 대북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정헌주⋅박건우⋅이윤아

| 여름호 |
1. 2009-2015년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협력과 경쟁

김연규

2. 2011년 정상회담 이후 러⋅ 북관계: 러시아의 대북 인식 분석

우평균

3. 북한의 권력승계는 왜 안정적인가?
: 지배의 정당성과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

이지원

| 가을호 |
1.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실태 비교 : 동맹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박휘락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권숙도

3.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 딜레마

정재홍

4.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증적 위협 분석과 한국안보에의 함의

이경행⋅임경한

5. 일대일로(一代一路)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 형성

이지용

6.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장노순

7.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세 가지 이미지

김상훈⋅윤용석

| 겨울호 |
1.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에 대한 전망

윤종준⋅백병선

2. 현대테러리즘의 진화 추세에 따른 연구접근 방법론 고찰

조용만

3.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고상두

4.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고명덕

2016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한국군 파병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과제

김인수

2. 아태 재균형과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전개 현황 분석
: 상호 경쟁과 협력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유희복

3.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한 국내연구의 성과와 한계

심양섭

4.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소고
: 2000년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중심으로

이기현

5. 시진평 시기 중국의 부패 통제 메커니즘
: 공산당 권력 강화와 의법치국 사이의 딜레마

김진용

6.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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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호 |
1. 한미동맹의 동맹 딜레마와 향후 한국의 한미동맹 전력

전재성

2.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정표수

3. 국가안보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통상법적 허용성

이상미

4. 중국공군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안보

이성훈

5.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김영규

| 가을호 |
1. 김정은 체제 변동 가능성과 추동 전략

김열수⋅김경규

2. 남중국해 美⋅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백병선

3. 한⋅중간 이어도 분쟁과 유형별 대응방안

고경민

4.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석재왕

5.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이상현

6. 호주와 일본의 대아세안 지원 협력 비교
: 다자 효용성을 중심으로

배기현

7.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엄정식⋅조재원

| 겨울호 |
1. 미국의 사이버 전략에 관한 연구
: 북한, 중국, IS에 대한 목표, 방법, 수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표상호⋅정맹석⋅조관행

2. 분점정부에서 미(美) 연방의회 다수당 지도부에 대한 여론

민태은

3. 중국동포정책의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

심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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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트럼프 시대 미러관계의 개선전망과 동북아에 대한 함의

고상두

2. 푸틴-아베 재집권(2012)이후 러⋅일 관계변화 동인과 전략적 함의

김정기

3. 미국에서 북핵 문제 정세 재평가와 정책 논쟁 (2016-2017.2)

박형중

4.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성훈⋅김한규

5. 중국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이상호⋅안성규

6. 일본 사이버안보 전략의 변화

이승주

7.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목표와 전략의 변화양상
: 대테러전과 대반란전 논쟁을 중심으로

윤태영

| 여름호 |
1.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2.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3.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김소정⋅양정윤
장노순
황기식⋅김현정

4. 2003년 이라크전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

양희용

5.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문순보

| 가을호 |
1. 신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관계

김현욱

2.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남기정

3.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이영형

4.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홍석훈⋅나용우

5.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이영균⋅이범찬

6.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이수형

7. 플랫폼모델을 통한 공공외교 전략 분석

남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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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호 |
1.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본상⋅최준영⋅김준석

2.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지경학(地經學)
: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連俄打中)

이왕휘

3.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박지연

4. 포스트냉전 시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이상과 현실
: 동아시아시대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 극복을 위한 길
5.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

2018

고성빈
문인철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 제도 분석

차정미

2.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김순태

3.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부승찬⋅박경진

4. 트럼프 행정부 FTA 정책의 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

박진수

5.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이기태

| 여름호 |
1.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2.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허태회
김현경⋅김성진

3.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송태은

4.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과 경제제재, 1960∼1978

최규빈

최근 발간자료 안내 _ 187

| 가을호 |
1. 이스라엘의 핵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 주는 함의

김태현

2.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박창건

3. 강성 권력과 연성 권력 측면에서 바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주도권 경쟁

세이훈 마흐무들루⋅신상윤

4.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윤해성⋅임유석

| 겨울호 |
1.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김재엽

2. 미국-적대국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본 북⋅미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리비아, 쿠바 사례와의 비교

박경진⋅김용호

3.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양갑용⋅장영태

4.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5.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2019

이원영
최선⋅김재우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2.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박인휘
김태중

3.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1977-1991)에 대한 RMA적 사후해석의 극복
: 카터 행정부의 ‘상쇄전략’에 대한 기술 기회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4.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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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이상현

| 여름호 |
1.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장노순

2.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홍석훈

3. ‘중국 특색 국제정치이론’ 논의의 출현과 향후 전망

함명식

4.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창권

| 가을호 |
1. 신흥안보 거버넌스
: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윤정현

2.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의 한계와 미국의 대응의 시사점
3.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
4. 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박주희
이종서⋅문인철
이흥석

| 겨울호 |
1. 북미 핵 장기갈등
: 1993.3-2018.6

장경룡

2.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오수대

3.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엄현숙

4.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허태회

5.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지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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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 쟁점 및 전망

이정훈⋅박재적

2.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CMI) 강화를 중심으로

차정미

3.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적 성격과 사이버안보

박주희

4.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석재왕⋅홍윤근

| 여름호 |
1.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 분석

양희용

2. 트럼프 시대 미군의 전력 운용개념 연구
: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과 ‘동적 전력운용(DFE)’을 중심으로

김태현⋅이성훈

3. 전환기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들의 도전과 과제

조윤영⋅이상호

4. 한국군 기반통신망 분석 및 발전 방향
: 지상군 중심으로

박태웅⋅한현진

| 가을호 |
1. 디지털 전환기의 산업재편과 ICT 기반 남북협력 방안

윤정현

2.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징

김수연

3. 정보화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사이버 교류협력을 위한 시론
4. 타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대응방안
: 행위, 제도, 관념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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