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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순방으로 미국 대중견제정책과 국가전략의 초점은 더욱 또렷해졌다.
바이든은 유럽에서 머무르는 일주일 사이 단순히 진영을 확인하고 호감도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견제를 ‘패권 경쟁’에서 ‘체제 경쟁’ 구도로 전환하는 대단한 담론 주도력을 발휘하였다. 미중
갈등을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체제 간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미국은 NATO 및 EU 국가들과 단순히
정책 동조화에 머무르지 않고 이익구조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이든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해 온 유럽에 ‘운동장의 심판’과 같은
맞춤 역할을 주문함으로써, 유럽이 무게중심을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틔워두는 영리한
외교술도 선보였다. 이 같은 바이든의 실리외교는 한미동맹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외교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공간이 열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섬세한
조율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서둘러 한미동맹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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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유럽순방(6.11~16)

지난 한 주 G7 정상회의(6.11~14), NATO 정상회의(6.14), EU-미국 정상회의
(6.15), 미러 정상회의(6.16) 등 중요한 정치 일정들로 유럽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당선 직후 신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로 “미국의 귀환
(America is back and ready to lead world)”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은 “더 나은 세계의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의 수
사에서는 회귀에 대한 강한 열망이 느껴지는 “back”이 반복된다. 바이든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되돌리고 싶은 것일까?
미국의 호감도 개선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유럽순방에 이르는 약 150여 일 동안 줄곧
다음의 내용을 강조해왔다: 1)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복원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망가진 미국의 외교 전통과 동맹 관계 복구 3) 체제 경쟁국
들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재건. 이로부터 바이든이 일차적으로
원한 것은 ‘미국의 국격 회복’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만으로도 세계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개선된 측면이 있다. 바이든의 유럽
순방에 앞서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의 해외 호감도 조사 결과(6.10)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개국에서 모두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호감도가 개선되었으며, 여기
에는 바이든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 2020년 같은 조사에서
미국의 해외 호감도는 34%(비호감도 63%),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는 17%
(불신임도 83%)였다. 이에 반해,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의 해외 호감도는 62%로
1) Richard Wike, Jacob Poushter, Laura Silver, Janell Fetterolf, and Mara Mordecai, “America’s Image abroad
Rebounds with Transition from Trump to Biden: But Many Raise Concerns about Health of US Political System”,
Pew Research Center (June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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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상승을 보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75%의 신임도(불신임도 22%)를 획득하
였다. 즉, 속설로 나돌던 소위 ‘바이든 효과’가 입증되었다. 바이든의 유럽순방은
미국 유권자들에는 이 같은 변화가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세계인들에게는 ‘미국의 귀환’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의 유럽순방이 비(非)
미국인들에게 남긴 것들은 단지 공공 외교적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중견제, ‘패권 경쟁’에서 ‘체제 경쟁’으로
실제로 외교·안보 정책상 중요한 변화들이 이번 바이든의 유럽순방에서 감지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중국견제가 미국 중심의 ‘패권 경쟁’ 구도에서 다자
주의의 틀 아래의 ‘체제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데서 시작되었다. 총 25장 분량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보듯이, 미국과 참가국들은 코로나19 퇴치와 경제회복,
불공정 무역 관행의 교정, 디지털 혁신의 주도, 기후변화를 위한 범지구적 연대,
성평등과 인권의 옹호,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에서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2)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이러한 대
중국 견제의 체제 경쟁 구도가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났다. 30개국 NATO 정상들은
유례없이 중국을 “체제 경쟁(systemic competition)”을 부추기는 “심각한 안보 도전
(growing security challenges)”으로 지칭하였다.3) 이로써 미중 갈등은 단순히 미중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려는 자들과 파괴하려는 자들 간의 정의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이 같은 미중 갈등의 프레임 전환 덕분에 G7과 NATO, EU
정상들에게 세계질서 안정을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의 행동에 교정이 필요
한지에 대한 판단이 명료해질 수 있었다. 즉, 바이든은 이번 순방에서 유럽에 ‘힘의
균형자’가 아니라 ‘규범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맞춤 주문함으로써 유럽의 선택을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간 ‘이익구조의 공유’

2) “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e: 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World”
(2021.6.13.); 이에 대한 해설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다음 이슈브리프를 참조. 박병광, “G7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자화상,”
「이슈브리프」 제271호 (2021.6.18).
3) NATO, “Brussels Summit Communiqué,” (2021.6.14); 이에 대한 해설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다음 이슈브리프를 참조.
이수형, “제31차 나토(NATO) 정상회담과 중국發 체계적 경쟁,” 「이슈브리프」 제268호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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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눈여겨 볼 것은 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중국견제의 끝점이다. 이번 주요
정상 간 결정들 모두 철저히 중국견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그 파급효과는 중국
너머 가상공간과 우주공간으로 확대되었다. 가령, NATO는 이번 성명서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유럽 너머의 지역들에 대한 관여와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대서양조약에서 정한 지리적 한계를 스스로 부정
하였다(#6-e, #73). 나아가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NATO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 발생 시 북대서양조약 5조
(집단방위권)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NATO의 공동방위 범위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지구적 범위로 확대되었다.4)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안보 도전이 NATO의 지리적 기능적 한계를 지우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미국과 NATO의 유럽 동맹국들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익
구조가 마련되었다.
대중견제를 통한 미국 유럽 간 상호호혜적 이익구조 마련을 위한 방안은 EU-미국
정상회의에서 경제와 기술개발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고위급 EU-미국 무역·기술협의회(TTC)’ 설치를 통해 인공지능과 녹색기술, 바이오
등 신기술 부문에서 국제표준을 정립하기로 한 것을 들 수 있다.5) 이는 핵심 영역
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에게 구미의 규범 수용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규범과 제도 선점을 통해 구미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중국 길
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바이든은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질서”의 수용
여부를 타진함으로써 미국의 확대된 대중국견제 연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영리한
외교술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시사점
세 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은 이번 ‘유럽주간’
4) 북대서양조약은 5조에서 가입국이 비가입국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경우 집단방위권을 발동하여 NATO 차원에서 공동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시 최초로 발동되어 지난 20여 년간 NATO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한
바 있다. 또한 4조에서는 가입국이 영토 주권과 정치적 독립,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NATO에 군사 문제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터키가 4차례 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5) European Council, “EU-US summit statement: Towards a renewed Transatlantic partnership”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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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준 ‘이익구조의 공유’로 ‘정책 동조화’ 이상의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바이든은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21세기 미국 패권 질서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전략 자산인 동맹 네트워크를 복원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양립책으로 무게중심 역할을 해 온 유럽이
이번 ‘유럽 주간’을 계기로 운동장의 심판과 같은 보다 비중있는 역할로 재등장한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트럼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정상적인가
(What is normal?)’라는 질문에 제3자인 유럽이 답하고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트러블 메이커들(trouble makers)’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패권 재건 프로
젝트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중 사이에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규범의 가늠자’로서 유럽이 자신을 확고히
규정한 이상, 지난해 EU가 중국과 맺은 ‘포괄적투자협정(CAI)’의 유럽의회의 비준도
기존의 예상과 달리 연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 온
유럽이 대서양 양안관계 회복을 계기로 무게중심을 급격히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와 유사한 전략을 펼치던 한국의 향후 포지셔닝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2021.5.21)에서 쿼드(Quad)는 미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다자적 기제’ 중 하나로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대신 한국은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군사
협력을 넘어 코로나19 퇴치와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서 구심점(hub) 역할을 하도록
주문받았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전략적 공간에
비로소 한국이 외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6) 전략
공간이 열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섬세한 조율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재
설정을 서둘러 한미동맹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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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기정, 김정섭, 남궁곤, 이희옥, 장세호, 조은정,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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