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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츠의 이미지 이론을 통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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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미중간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은 그동안 중국
에 대해 강한 견제를 예고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가치·규범적 틀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며, 동맹과의 강한 연대를 
통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결정 배경을 케네스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중 제1 및 제2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그의 사업가적 경험과 개인적인 성향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은 오랜 기간 정치 및 외교 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바, 협력과 
견제라는 미국의 주류 중국 정책의 방향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양 당의 정강정책을 활용한 제2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는 중국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공화당 내부에 중국에 대한 실망감과 강력한 
견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트럼프 정책에 반영된 반면에, 중국과의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여론이 바이든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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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반세기에 걸친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패권국으로 

자리 잡았다.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과 유럽 등 전 지구적 범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투영·구사해왔다.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구축한 유럽에서의 공동체적 

질서와 동아시아에서의 양자(兩者) 중심적 외교질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정치에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지켜내

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자무역질서에 편입하는 

등, 빠른 경제 성장과 군비 확장을 통해 ‘G2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에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

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양상을 보이자 국제정치에서 양국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

년 10월 대외정책의 키워드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변화된 중국의 

국제정치 위상에 걸맞게 미국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겠다는 의미이자, 미국 중심

으로 이루어진 국제질서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

프(Donald Trump)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기존의 국제질서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던 

미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취임 이후 트럼프는 역외균형 전략을 통해 패권국이 

가진 국제질서 유지비용을 줄여나가는 한편, 중국과 무역전쟁, 기술패권 경쟁과 

가치·이념적 대립을 강화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정하는 등 ‘차이나 배싱

(China Bashing)’의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협력적 구도가 점차 무너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는 국제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은 20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선거에 임했다. 선거 전,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은 50%의 지지율을 확보하여 트럼프를 9%p 차이로 여유 



｜ 155 ｜

있게 앞선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의 승부가 펼쳐졌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예상외로 트럼프가 

이겼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 주에서도 바이든

이 예상외의 신승을 거두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겪는 등, 이번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평가되었으

나, 의외의 강력한 ‘현직 프리미엄’과 ‘샤이 트럼프’ 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선거 전부터 우편투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

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미국은 지금 과거에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모양새

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의 통치 아래서 과거와 같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

인도 이를 의식한 듯 선거 결과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통합’과 ‘인내’를 강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대선은 그간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특히 이번 대선이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대선의 향방과 더불어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특성상, 코로나19 방역, 경제 회복, 인종 차별 

문제 등 국내문제가 대선 아젠다의 중심 자리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임기 

중 국내적 지지 결집을 위해 중국 이슈를 적극 활용해왔고, 선거 전략으로 바이든의 

친중(親中)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이슈도 이번 대선 결과 향방에 있어서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각자의 출신 배경과 개인적인 성향 및 경험, 소속 정당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해서 강경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역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점이나, 올해 

5월 미국 하원의 위구르인권법과 7월 상원의 홍콩보안법이 초당(超黨)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던 점을 보면 설득력 있는 추론이다.1)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당선 

1) 美 여론조사 기관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 73%의 미국인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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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은 사뭇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새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을 트럼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향후 정책을 전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미국 중심의 물질적 이익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성격을 띤다면,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되, 물질보다는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정책에서도 트럼프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일방주의적 ‘중국 때리기’의 방식을 채택했다면, 바이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을 포위하여 중국

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바이든의 전략이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 협력 가능성, 접근 방식(손익적 

접근과 가치규범적 접근), 경쟁 방식(체제 간 경쟁과 체재 내 경쟁)에 있어서 근본적

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찾고 있다. 첫째, 트럼프와 바이든

이 가진 경제인과 정치인 출신으로서 각각의 개인적인 경험과 성향이 대중국 정책

의 내용이나 추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와 

바이든의 출신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다. 

정당은 국내 대중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한

다. 이 때문에 대선 직전 발간되는 ‘정강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각 정당의 지지 

여론 층의 인식과 견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좋은 수단일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지도자,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및 여론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수준에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질문을 하나의 수준에서만 던져서는 적절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요인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완전한 분석이

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각자가 가진 성향과 

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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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그리고 국내여론의 수렴자인 정당이 가진 인식과 정책 등을 거시적으로 조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이론적 검토: 세 가지 이미지

미중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

를 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국제정치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되

어왔다. 현존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다(정재호, 2014: 10). 2000년도 초반 초기 미중관계 연구는 중국 입장이나 변수

가 어떻게 투영되는지 등에 대해 중국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이 금융위

기를 겪은 2008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정치학자, 미국 전문가 등 여타 영역의 전문

가들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미국 국력쇠퇴로 인한 국제구도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된다(신성호, 2014: 54-55). 이러한 국제체제 구조적 분석은 국제체

제 내의 세력 분포의 변화와 등을 포함한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향후 도래하게 될 국제질서의 모습에 대한 일정 정도의 예측력

을 가지게 되나, 국가 대외정책 결정과 관련한 내부적 동학 등 미시적 변수들을 

간과하게 된다. 중국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미국 대외정책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과 트럼프가 같은 시기 서로 다른 

대중정책을 주장할 경우 국제체제 구조의 변화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주장

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국제체제 혹은 

구조를 분석하기 보다는 미국 국가 내부 속성을 통해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이론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과 요인은 다양하

기에, 어느 특정 수준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가 제시한 개인적, 국가적, 체제적 

분석이라는 세 가지 수준(이미지)을 통해 트럼프와 바이든이 취하고 있는 ‘중국 

선택지’의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한 분석은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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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라는 사례연구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실마리를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각기 다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다.

월츠는 그의 저서『인간, 국가, 전쟁』에서 인간 본성이 국가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Waltz, 2001). 개인적 수준의 분석은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와 

신념, 행동들에 대해 지니는 인식이 대외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가간 정치적 동학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 타당한지 여부는 학자

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왔으며, 월츠 또한 이러한 분석이 환원적 분석이

라고 하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최고정책 결정자 요인을 

생략하는 것은 분석의 완전성이 결여된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 Jr.)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결과가 인간의 선택인지, 정치경제적 힘에 따른 구조적 요인인지에 

대해 오랜 동안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히틀러의 위협에 대응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판단이나, 트루먼 대통령의 소련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보는 

것처럼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지도자는 대외정

책의 최고 결정권자로, 그가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이다. 

다음으로는 국가 수준의 분석이다. 국가 수준의 분석은 국가 간 분쟁이 한 국가의 

내부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월츠의 두 번째 이미지와 결을 같이 한다. 월츠(2001)는 

국제정치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에 인간 본성이 

유일한 결정요인일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국가 수준에서의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국가 수준의 분석은 국가의 속성에 따라 대외정책이 변화한다는 명제를 

내포한다.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에는 다양한 국내적 정치 행위자들이 관여한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과 국무부는 물론, 여타 행정부와 의회와 정당, 다양한 이익집단

들이 행위자로 참여한다. 국내의 이익집단은 미디어와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 

그리고 의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구성된 의회의 인식은 다시 행정부에 영향을 

가하며 때로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을 견

제·감독하기도 한다. 

2) Project Syndicate. Is Trump a Turning Point in World Politics?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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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나 바이든이 구성하는 ‘신정부’가 동일한 국가의 정부라는 점

에서 왈츠의 제2 이미지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분석 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어느 누가 집권하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정치·사회적 요소에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요 

변수인 두 후보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바이든의 출신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이념과 대외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구성할 정부의 국가적 속성이 완전히 동일

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뿐만 아니라, 1993년 취임한 클린턴(Bill Clinton)의 대중국 정책이 전임 부시

(George H. W. Bush) 행정부가 해오던 ‘건설적인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정책을 유지해온 점을 보면,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당, 

이익집단 등이 미국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 개인과 더불어 

대중 여론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된 미국의 정당정치가 국방·안보 등 대외정책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김주리, 2020: 92)를 고려한다면, 정당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국제체제 수준의 분석은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중 하나이다. 국체체제 수준의 

분석은 미중 간의 양자관계, 동북아 등 역내 국가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간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한다. 월츠의 체제 수준 분석법에 의하면 

국가 간 전쟁의 발생은 주권국가들이 안전을 위해 자력구제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세계적 체계의 분산적 속성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제적 분석 수준의 결론은 

국가의 대외정책은 지도자 개인의 성향이나 국가의 속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귀결되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바이든이 동 시대에 각기 다른 대외정

책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제체제가 국가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시각으로는 이러

한 차이점을 분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를 활용한 분석만 진행할 것이다.



｜ 160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가을 제5권 제3호

Ⅲ.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전망

1.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2016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낀 많은 미국 

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구호는 쇠퇴하는 패권국의 두려움이 반영된 ‘미국 

우선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국익 수호라는 기치 하에 중국과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공공재’ 비용 절감

을 위해 동맹들과의 방위비 조정 및 역외 개입 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방비 

확대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를 달성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는 그간 미국이 보여주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의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가 취임 후 보여준 

것은 다자 및 국제 제도적 레짐의 지지자 혹은 견인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다자레짐

으로부터 철수하거나 동 레짐을 ‘국익’에 맞게 수정하는 모습이었다.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제도인 분쟁해결제도 보이콧이 그 사례다. 아울러, 

그는 각 대륙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각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비용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고립주의’라는 단 하나의 용어로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묘사하기는 충분

치 않다. 반대로 트럼프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판단한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염과 분노’ 로 일컬어졌던 대북정책이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견제 정책이 그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면서, 강한 대북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북한과 격렬한 대치를 이루었다. 2018년 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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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표적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갔다.

트럼프가 가장 처음으로 중국과 대척점에 섰던 분야는 통상이다. 통상 분야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되어있던 민감한 분야였는바,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부터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예고하였다. 2018년 초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500

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통상분쟁의 서막으로 미국은 산업재와 IT 제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이 미국에 관세보복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해 ‘재보복 

조치(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를 시행하면서 중국과 강대강 국면을 이어갔다. 

보복에 재보복이 겹치는 미중 간 통상분쟁은 1년 넘게 이어져 오다가, 2019년 

10월 제13차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락되는 듯하

였다. 그러나 동 협상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와 같은 핵심적 

갈등 사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양국 간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미중 통상분쟁과 함께 진행(혹은 통상분쟁으로부터 파생)되었던 것이 과학기술 

분쟁이다. 과학기술 분쟁은 화웨이/5G 문제로 드러난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으

로 해석된다. 중국 첨단기술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중국산 반도체 등이 

미국 첨단 기기 내부 곳곳에 활용되었다. 미국은 점차 중국의 기술굴기(崛起)를 

안보 문제로 바라보았고, 트럼프는 2018년 8월에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여 미국 

정부기관 내에서의 화웨이 및 ZTE 장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더해 캐나다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의 체포를 요청

하였고, 동아시아 및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등 

반화웨이 ‘동맹’을 결성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은 틱톡, 위챗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퇴출을 추진하고 SMIC와 같은 중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를 블랙리

스트에 포함시켰다.

남중국해와 같은 군사적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미중

간의 오래된 단골 분쟁이슈이지만, 트럼프 집권 후 갈등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여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해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는 현상타파적 국가(Revisionist power)라고 규정하였

다. 미 국방부도 2018년 5월 30일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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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하는 등 중국

의 공세전략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 특히 올해 4월과 

5월 트럼프는 남중국해 인근에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하였으며, 7월

에는 동 수역에 니미츠함과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항공모함 두 척을 급파하였다. 

동 수역에서 미중 간 긴장국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월 

남중국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불법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가장 최근에 이슈화된 미중분쟁은 가치·이념 분야에서 이루어진 갈등이다. 이는 

여타 분쟁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의 홍콩, 대만, 신장,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중국도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국내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홍콩과 대만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중국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선택할 

만한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기 때문에 특파원 추방이나 총영사관 상호 폐쇄와 

같이 중국의 ‘상호적(reciprocal)’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치·이념 

분야의 미중 갈등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발발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미국 내에서 불거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로 명명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불투명한 

거버넌스로 인해 바이러스 발병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공산주의 

중국’,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시진핑 총서기’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의 사회주의 국가 정체(政體)를 부각시키고, 시진핑과 공산당의 ‘국가 대표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1기에 이러한 대중국 정책을 통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

키고, 국내 지지자를 결집시켜 나갔다. 이와 더불어 중국 견제 필요성에 대한 국내 

지지가 존재하는 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 정부 때 추진했던 방향대

로 대중국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다자보다는 양자 접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이나 배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간 중국이 시장지향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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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외국인 투자 확대, 세계시장과의 상호연계, 글로벌 경제 규범의 수용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변화하고, 중국의 정치적 개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대중국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이러한 명제가 틀렸다”고 주장하였다3). 트럼프 

정부 내 이러한 인식이 기저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2기 정부에서도 급작스러운 

정책 선회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2기 행정부 공약집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과의 디커

플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트럼프측은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으로부터 

‘회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세액 공제 

등의 유인 등을 제공하고,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통상분

쟁이나 5G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은 2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될 것이다. 코로

나19 책임론 공방도 심화될 것이나, 여타 동맹국들이 코로나19 확산 책임 추궁에 

동조하는 경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는 바, 코로나19의 책임 부과는 트럼프의 

단순 비난에만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치·이념분야의 갈등은 트럼프 

1기 막바지 심화되었던 이슈이다. 해당 이슈가 양보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립의 양태가 신냉전에 가까운 전방위적 대립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2.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전망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의 지도력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집권 후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관계를 복원해나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그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가치와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집권 후 가장 먼저 트럼프의 동맹 정책에 대한 수정작업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우 NATO 회원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가 ‘보호비(Protection Racket)’의 

명목으로 인상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이든의 

3) John Bolton: The Scandal of Trump’s China Policy. Washington Post 
(2020.6.17)(검색일: 2020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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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은 양자 동맹의 차원뿐만 아니라 다자레짐 차원에서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 등 트럼프가 탈퇴한 국제기구와 협정, 혹은 여타국과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

로 복원시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가예측성이나, 불안정성은 

다소 적을 것이나, 대중국 압박 기조는 계속 유지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양당에서 문제 삼아왔던 중국의 불법보조금 문제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제

한 등 ‘불공정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데, 개별 양자 협상 위주로 미중 간 통상문쟁을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정책 성향과는 

달리, 바이든은 WTO 등 기존 다자 통상 규범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국제 규범 등을 토대로 ‘차이나 배싱’의 정당성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진보 진영이 강한 프리미엄을 가진 분야인 가치·이념분야에 대해서

는 체계적인 수단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안4)’

이나, ‘위구르인권정책법’ 등 기존의 국내법을 활용하여 대중 제재에 박차를 가함

과 동시에, 트럼프가 탈퇴한 UN인권이사회 등 다자 인권 레짐에 복귀함으로써 

다자무대에서의 반중전선(反中戰線)을 강화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 국가안보보좌

관을 지낸 수잔 라이스(Susan Rice)는 5월 1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

든이 ‘중국 땅에서조차 인권을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중국 때리

기 전략은 진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 국외에

서는 반미감정을 조장하고, 정치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였다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바이든은 인권측면에서 중국을 거세게 몰아세울 것은 자명해보이

나, 신냉전을 연상시키는 체제 간 경쟁과는 멀리할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중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의 외교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토니 블링큰(Tony Blinken)은 “바

4) 최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동 법안을 근거로 위구르인 인권 관련 대중국 제재 
시행

5) New York Times. 2020. Trump Is Playing China Card. Who believes 
him?(May 19)(검색일: 202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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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은 국제문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회

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동맹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중국과도 협력

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이익을 함께하는 분야는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일정 부분 합치되는 글로벌 이슈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비확산, 

테러방지 등이 있다. 

3.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비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강경기조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

히 미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 완화와 같이 중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 이견이 없다. 이러한 대중 강경책은 양당뿐만 아니라 미국 

내 두터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의 협력 여부가 가장 명확한 차이점 중 하나다. 트럼프는 향후 중국

과의 디커플링을 확고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견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중국과의 타협의 여지는 별도로 남겨 놓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중국은 ‘계도’가 

불가능한 대상이며, ‘관여’라는 헛된 기대를 기반으로 한 대중국 전략은 실패를 

의미한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와 글로벌 보건 등에 대한 초국경 이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을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5G 등 첨단기술에 있어서 중국에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손익계산적 접근

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중국의 시장 접근성 문제나, 불법 보조금 

문제, 환율 및 덤핑 등과 같이 규범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5G나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의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의식하고, 국내 제조업 부활 등에 대해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 바이든도 일부 선진적 산업의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치·이념 갈등과 관련하여, 트럼프의 경우 ‘공산주의 정권의 악랄함’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대 사회주의 국가라는 체제 간 대립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인데 반해, 바이든은 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첨예화되는 트럼프 방식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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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립 방식보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 

준수를 강하게 강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차이를 보인다. 

넷째,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남중국해 접근법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적인 

어젠다이다. 다만, 트럼프의 경우 동맹과 反화웨이 연대 결성이 순조롭지 못했던 

점이나, 계속되는 분담금 증액 압박과 미군 철수 등을 시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맹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 복원을 대외정책 중점 이슈로 위치시킨 바, 미국의 많은 자원을 이에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트럼프보다 수월하게 동맹과의 연대를 이룰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이해관계라는 견고한 틀을 유지하면

서, 군사, 가치, 경제무역, 산업 등 세부현안 등을 차이나 배싱에 활용하는 구조다. 

가치나 규범 등 미중관계의 여타 이슈가 트럼프의 이해관계 틀의 하부구조에 편입

되면서, 통상·산업 분쟁이 미중 갈등의 전면에 배치될 것이다. 반면, 바이든의 경우 

가치와 규범이라는 틀로 중국 문제에 접근을 할 것이며, 인권 분야의 갈등이 가장 

심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편적 인권이나 민주적 가치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바이든은 이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익과 손해는 한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중관계는 이익을 위해 각 세부 현안의 요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

이 있다면, 바이든은 가치와 규범이라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

에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정책이나 행위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에 부합한다면, 트럼프식의 ‘차이나 배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가치 규범의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 협력도 가능한 것이다.  양측의 대중국 정책 

개념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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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개념도

Ⅳ.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결정요인

1. 제1이미지

1)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그간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서 국가 속성이나 국제체제 접근법과는 달리, 개인의 

신념과 인식이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

홀한 편이었다. 일부 전문가들도 미중관계 연구에 있어 지도자의 정치심리와 기호

를 분석하는 데에 소홀했음을 지적(尹继武, 2018)하면서, 승부욕이 강한 트럼프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며, 변화무쌍한 성격이 미국 외교에 반영되

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으로 대규모 부를 축적하였고,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다. 기성 정치인과는 달리, 글로벌 부동산 기업

가 경험으로 인해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 상당 부분은 현재 직면한 실용주의적 

이익과 개인적 신념으로부터 기인한다(Michal Kolmaš and Šárka Kolmašová, 

2020). 

손익의 측면에서 미국의 당시 대외정책을 조망할 경우,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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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 비합리적이다. 트럼프 정

부의 고립주의도 미국의 불합리한 글로벌 패권유지 비용 투입을 일부 철회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함하고 국내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특히, 미중 간 경제·통상 영역에서 트럼프의 이해관계 중심 접근법이 잘 드러난다. 

그는 2019년 2월 국정연설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종식시키고 만성적

자를 줄이는 등 미국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

관이 트럼프가 미중 간 무역합의의 딜을 지켜내기 위해 위구르 인권문제를 묵인했

다고 자서전에서 주장한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통상이익 증진이 

가치규범 수호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강한 승부욕과 집착을 소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힐러리와의 대선 경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힐러리보다 득표수가 부족했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당선 직후 공개적으로 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고, 당장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뿐만 아니

라, 미중관계에 있어 트럼프는 당선된 지 1개월 만에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한편, 통상 분야에 있어 쉴 틈 없이 중국을 압박해 나갔다. 그는 

이러한 통상 갈등을 과학기술과 군사문제, 그리고 가치와 이념분야로 확대해나가

며, 차근차근 중국을 압박해가는 형국이다.

소속 정당의 빈번한 변화는 트럼프의 변화무쌍한 행보와 정치철학이 부재하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트럼프는 1987년 공화당에 입당하였으나, 이후 1999년 개혁당

으로 옮겼으며, 2001년에는 민주당으로, 2009년에 공화당으로 재차 옮겼다가 다

시 탈당하였다. 이후 2012년 공화당으로 복귀하여 2016년 대선에 출마하였다. 

트럼프가 기성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유동적(flexible)으로 상황에 대처한다는 측

면에서 장점일 수도 있으나,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대내외 정치적 이념에 대한 명확

한 틀과 소신이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는 당선 직후 ‘하나의 중국

(One China)’ 원칙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나,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2017년 2월 시진핑과의 통화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언급

(Woodward, 2020)하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이후에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을 지적하면서도, 시진핑에게 위구르 집단캠프의 건설은 ‘정확히 옳은 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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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등 언행이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2) 바이든의 개인적 성향

바이든은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30세의 나이에 민주당으로 미 연방 상원의

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88년에는 당시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나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2008년까지 델라웨어(Delaware)

주의 상원의원으로서 외교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1999년 공화당 존 매케인

(John McCain) 의원과 연대하여, 코소보 문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의원 

신분으로 미국 외교정책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37년간은 상원의원으로, 8년은 

부통령으로 근무했으며,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한 민주적 

가치와 정치적 명분 등을 중시하여왔다. 때로는 그의 정치적 아젠다가 소속 정당과 

일시적으로 어긋날 때도 있었으나6), 대부분 민주당의 정치적 주류 의견에서 벗어

나지 않았다. 

바이든은 과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 정치인 내에서도 

‘지중파(知中派)’에 속한다. 그는 과거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인물 중 하나였다. 바이든은 2001년 8월에 방중하

여 당시 장쩌민 주석과 회담하였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글로벌 규범

을 보다 준수하고, 더욱 규칙에 기초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

였다. 그해 말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였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년간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기대는 민주당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준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은 상대방과의 개인적 유대감을 기초로 한 외교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시진핑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재직시 시진핑과 

2011년 초부터 1년 반 동안 파트너(counterpart)로 최소 8번 이상을 만났고, 

통역만 대동한 상태에서 시진핑과 함께한 오·만찬 시간도 최소 25시간이 넘는다. 

6) Los Angeles Times. 2019. “The burden of a 40-year career: Some of Joe 
Biden’s record doesn’t age well.”(March 18)(검색일: 202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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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바이든이 힐러리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가려진 고문(advisor) 역할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외교정책 결정권자가 될 경우, 어떠한 외교 스타일을 보여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7)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바이든의 중국관(中國觀)은 시진핑과의 

친분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바이든은 

올해 상반기 대선 후보 경선시 “100만 위구르인을 집단캠프(internment camp)

에 넣은 폭력배(thug)라고 시진핑을 원색적으로 비판하였다. 변화된 그의 중국관

은 올해 초 ‘왜 미국이 다시 리드해야 하는가’ 제하로 발표한 ‘포린어페어스

(Foreign Affairs)’ 기고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중국의 ‘특별한 도전’을 엄중

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제멋대로 하도록 둘 경우 중국은 계속해서 

기술과 지적재산을 탈취해 갈 것이며, 보조금을 이용해 자국의 국유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불공평한 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갑작

스러운 비판적 태도는 그의 개인적 성향이나 경험으로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 그의 행보를 보았을 때 트럼프처럼 갑작스럽게 정책을 선회한다는 것을 상상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단순히 ‘대선용 언급’으로 보기에도 비판 수위가 

매우 강하다. 바이든의 변화된 중국관이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개인

적 성향이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요인이 아님을 방증한다.

2. 제2이미지

1)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 배경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은 승리에 도취되었

다. 곧이어 중국이나 북한도 붕괴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기대는 1992

년 미국 공화당의 정강정책에도 잘 녹아 있었다. 공화당은 ‘자유의 물결’이 중국, 

쿠바, 북한 등에 퍼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중국 내 자유권 보장과 민주적 개혁

7) New York Times. 2020. “‘Strategic Empathy’: How Biden’s Informal 
Diplomacy Shaped Foreign Relations”(July 5)(검색일: 202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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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reform)을 위해 중국과 관계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당 문서에 

포함시켰다. 1996년 정강정책에는 티베트의 인권 존중을 포함한 중국인의 정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군사

적 잠재력, 확산 활동, 그리고 특히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클린턴이 공약으로 내 걸었던 대중국 강경정책이 효과

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는 당시 미중 간 벌어졌던 대만해협 위기와 

홍콩 반환을 앞둔 상황에서의 미국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부터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는 대중국 수위가 높아지는 등 공화당 내 

‘매파’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었으며, 중국이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은 중국이 ‘과도기’에 있는 국가로 규정하면서 자유롭고 

번영한 중국을 환영하는 한편,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고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나,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이나, 중국의 위험 기술 확산을 막는 결심을 

대체하거나 약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04년과 2008년, 그리고 2012년 정강정책에서도 공화당은 여전히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경계하고 인권이나 비확산 부분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였으

나, 중국에 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중국이 더욱 더 개방된 

사회, 즉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시하였다. 중국이 사회

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국가로 나가는 ‘과도기적 국가’의 인식을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해가 합치되는 곳(테러 혹은 전염병 등)에서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유지해왔음을 강조하는 등 중국에 대한 협력과 견제라는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중국의 WTO 가입을 평가하는 한편, 중국이 무역규

범을 준수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였다. 

중국에 대한 내용 변화가 가장 뚜렷한 것은 2016년도 대선을 앞두고 나온 공화

당의 정강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가감 없이 쏟아내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조작, 지식재산권 및 인권침해, 남중국해 문제, 미국의 네트워크 안보위

협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공화당은 미국이 그간 추구했던 대중국정책이 실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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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몇 년간 자유화 정책을 반전시켰음을 2016 정강정책에 명시하였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중국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린 것이었

다. 실제로 펜스 부통령의 2018년 허드슨 연설과 2019년 윌슨 센터 연설처럼,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에 무임승차하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트럼프가 올해 ‘대중국 전략적 접근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그간의 ‘건설적 포용’ 정책을 폐기를 선언한 것은 전혀 놀라운 조치가 

아니다. 

2016년도에 공화당의 정강정책이 급변하게 된 배경에는 시진핑이 후진타오(胡

錦濤)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인 점에 기인한다. 시진핑은 집권 초반부터 

반부패 및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정적들을 강력히 숙청해나가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시장과 언론 등 인민 생활 전반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

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 독일 등 글로벌 제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였다. 첨단 

산업에서 일본과 한국 등에 점차 우월한 지위를 잃어가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 정책이 큰 우려로 다가왔다. 

종합해서 보면, 1992년부터 2016년까지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강

경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강정책 내용이 무조건적 

혹은 즉각적으로 행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며, 국내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트럼프 1기를 돌이켜 보면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공화당의 정강정책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20년 대선에 공화당이 별도의 정강정

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이 바라보는 인식 그대

로, 트럼프는 중국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다. 또한, 트럼프가 가진 반전(反戰)·고립주의 성향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적극

적인 대중국 압박 정책의 근원도 정강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 정강정책과 

확연히 달라지고 거칠어진 2016년의 정강정책 내용이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대중

국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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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의 대외정책 기조

1992년 민주당의 정강정책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분량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러한 조치 없이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보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1996년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대만해협 위기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동 정강정책에

는 중국의 군사 훈련이 지역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고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해협에 미 해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티베트를 포함, 중국 

전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비확산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규칙을 준수

하는 중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2000년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는 인권과 자유 등 가치 분야에서 중국이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지속해나가는 반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부각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접근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

에 부합한다고 하고, 환경과 무역 등 폭넓고 다양한 문제에서 미중 간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기할 점은, 당해의 정강정책에서는 미중관계 

악화가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과 가치 향상에 저해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호

적 관계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 존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미중 간 관계유지 필요성 관련 입장은 2004년과 2008년 정강정

책에서도 유지되었다. 다만, 2008년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 등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반영되었다.  

2016년도 공화당 정강정책이 그 이전과는 다른 강경함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이 시기에 나온 민주당의 정강정책도 그러한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

나 공화당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민주당은 2016년도 정강

정책에서 미중 간의 불공정 무역, 중국의 환율조작 관행을 비판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을 ‘관리’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러한 압박과는 다르게 

기후변화나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 분야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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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의 민주당 정강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재의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기조와 상당한 유사한 점을 보였다.

2016년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중국 문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2020년도에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적극 대응 방침으로 선회하였다. 이 정강정책

에서 민주당은 ‘태평양 세기(Pacific Century)’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미국의 힘과 국익, 그리고 동맹의 이익에 기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인권의 우려를 낳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

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며, 중국이 국제규범을 약화할 경우 동맹과 함께 연대하여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경우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

할 것이라고 하고, 홍콩과 신장의 경우 관련 법률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와 같이 ‘일방적인 관세전쟁’ 또는 ‘신냉전의 덫’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Ⅴ. 결론

미중 간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중요성도 

그만큼 컸다고 할 수 있다. 각자 다른 출신 배경과 경험을 보유한 트럼프와 바이든

은 서로 상이한 중국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트럼프와는 다르게 바이든은 가치와 

규범이라는 틀 속에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민주적 가치를 

가진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회복된 유대관계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다. 손익 계산에 기반한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이익 중심의 

접근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바, 바이든이 설정해놓은 가치규범이라는 틀 덕분에 

대중국 정책이 일정 정도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 둘째, 가치 규범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바이든은 비확산이나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트럼프가 철저한 디커플링을 주장하고, 다자레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을 가진 점을 비교해볼 때,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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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손익계산이라는 핵심 틀을 유지하면

서, 군사, 가치, 경제무역, 산업 등 세부 현안을 차이나 배싱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세부 현안이 미중 간의 갈등을 지속적

으로 증폭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의 경우, 그의 정책이 가진 

가치와 규범이라는 틀이 사실상의 ‘레드라인’ 역할을 하며, 세부 현안은 이러한 

레드라인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가치와 규범이 준수되는 한 미중 

간의 갈등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

벌 이슈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결론도 도출된다. 트럼프와 바이

든의 정책 차이점을 식별한 후 정책 결정요인을 월츠의 제1이미지와 제2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사업가 출신으로서 실용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경향과 개인적

인 신념이 그의 대중국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간 미국이 투입해온 패권 유지비용을 

철회한다든지, 무역수지 개선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중국과 통상분

쟁을 일으키고, 화웨이 등 5G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트럼프는 강한 승부욕을 가진 바, 통상 

문제로 시작한 미중관계의 갈등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대응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정치철학 부재는 곧 대외정치 이념의 

부재로 나타났다. 반면, 법률가 및 정치가 출신의 바이든은 장기간의 의회 외교와 

행정부 경험을 보유하였고, 시진핑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

는 점에서 과거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주류였던 협력과 견제를 큰 틀에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본 제2미지는, 트럼프가 2016 

공화당 정강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2020년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보고서는 중국의 회의감을 드러낸 공화

당의 정강정책의 내용을 가감 없이 반영하였다. 바이든이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국 정책도 2016년 정강정책과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다. 다만, 2020년 정강정

책은 2016년과는 다르게 보다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과의 연대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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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측면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 등은 제1이미지를 통한 분석으

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에는 지도자,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및 여론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잡한 결정요인 덕분에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중 하나의 이미지로 대외정책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분석이다.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배경 및 경험, 그리고 국가 내부의 속성과 체제수준의 거시적인 

조망이 고려되어야 올바른 대외정책 결정요인이 파악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어떻게 중국을 상대할 것인가를 전망해보고, 이를 

각각 제1이미지와 제2이미지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향후 이루어질 미국의 대중

국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 연구는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두 진영 간의 차이점 분석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제3이미지를 활용한 분석이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월츠 역시 

국가적 수준과 체제적 수준이 상호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중국 정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양측이 동일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체제적 요인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향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추진하

는지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제3이미지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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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s & Values Oriented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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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ever increasing U.S.-China rivalry, president Trump and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has both promised to take more hawkish 
strategy to counter China. The differences is that unlike Trump, Biden 
is approaching the issue with establishing rules-based international 
norms, values and rebuilding strong alliance against China but at the 
same time saving rooms for possible cooperation with China. This 
paper utilize Kenneth Waltz’s 1st and 2nd image among three image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China policy of Trump and Biden. 
Trump’s Trade policy is the result of Trump’s personalities and his 
experience as business leader. On the other hand, Biden, with his long 
time experience of working in tradi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is 
succeeding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 China policy, check and 
cooperate. Through the 2nd image analysis utilizing political principal 
of Democrats and Republican, the difference could be found on the 
perception of China from each party. There had been a voice of 
disappointment and hard line toward China in Republican Party which 
was reflected in Trump’s China policy, whereas Democrats’ idea of 
neccessity to cooperate with China to produce global public goods 
while strengthening alliance with like-minded country to deter China 
in the traditional areas of great power rivalry is basis of Biden’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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