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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1)

민정훈*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아시아-태평양 정책 방향
에 대해 살펴보고,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주창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정치적 상황 및 
국제정치적 환경의 영향력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라는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된 ‘현실
주의적 국제주의’의 형태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으
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
을 기대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바이든 행정부, 글로벌 리더십,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원칙 외교 

I. 서론

건국 후 20세기 이전까지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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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승전국이자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최강대국의 

자리에 오른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대서양 동맹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구축하였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ism)

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존중, 개방적 시장경제, 법의 지배, 

국제기구와 국제시스템을 통한 다자 차원의 상호 협력의 가치에 근거한 국제질서

라는 특징을 지녔으며(서정건 2019), 미국은 자신이 주도한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 및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자국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은 자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서 전진 

배치된 군사력과 동맹(alliance)을 기반으로 다른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고 세력균

형을 유지하여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최우선 2020). 특히 21세기 중국

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의 협력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은 2010년경부터 부각되기 시작하

였으며,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의 증대는 세력균형의 변화와 연계된 불가역적인 추세

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는 2000년 8.5:1에서 2019년 1.5:1로 

빠르게 축소되었으며,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정밀타격 능력과 공중 전력 

등에 있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국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편 

아시아에서의 패권국가 등장 방지를 핵심적인 역내 전략 목표로 추구하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패권 추구 견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 세력

균형 변화 추세에 변동이 없는 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전략적 경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향후 4년 간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보다 적극

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손상시

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 대외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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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외교를 재활성화하고 동맹과의 신뢰 회복 및 다자주의를 복원할 것임을 천명

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외교·안보 행보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질서

에 도전 가능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출범 초기 쿼드 첫 정상회의, 미·일 외교·

국방 장관회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미·인 국방 장관회의, 미·중 고위급 

회담,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치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해 보기로 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

평양 정책 방향에 대하여 대중(對中) 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

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2020 민주당 정강정책(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과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 둘째 날인 2020년 8월 18일에 채택된 민주당 정강정책에 따르면,1)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 리더십의 복원

(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을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고 외교를 재활성화할 것임을 밝혔다. 

1)‘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
ent/uploads/ 2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
tion.pdf(검색일: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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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동맹, 파트너십, 국제기구 등의 재창조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은 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며, 동맹국들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파트너 간 상호운용능력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파트너들의 방어능력 

증강, 지역 안보를 위한 책임 확대,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헌신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맹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하며, 

민주주의의 세계적 침체를 끝내기 위해 동맹을 맺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동맹 재창조와 더불어 바이든 후보 측은 WHO, UN 

Human Rights Council 등 국제기구에 재가입하고 개혁할 것임을 밝혔다.

2021년 3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 보고서는 2020 민주당 정강

정책에 명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보다 구체화하였

다. 동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시험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잠재적으로 국제질

서에 도전 가능한 유일한 경쟁자로 급격히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명시

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민주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NATO, 

호주, 한국, 일본 등 민주주의 동맹국들 및 인도, 아세안 등 우방국들과의 파트

너십을 재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은 미국의 가장 큰 전략자산이며, 

민주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을 지키고 부정부패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기술, 우주, 사이버 공간, 보건,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국제 규범 및 표준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White House 2021). 

작년 대선 승리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한 적극적

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1월 24일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외교·안보팀

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고 천명하고 

자신의 외교·안보팀에 대해 “세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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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밝혔다.2)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반 

쿼드 첫 정상회의, 미·일 외교·국방 장관회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미·인 

국방 장관회의, 미·중 고위급 회담, 미·일 정상회담, 기후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

담 등을 개최 또는 주도하며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위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한 움직임은 “미국이 자유주의

적 국제질서의 맹주로 회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아래에서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국제정치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 대외정책’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라는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된 ‘현실주의적 국제

주의(realistic internationalism)’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줄 

것이다. 

1. 국내정치적 상황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표심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

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국내정치적 요인이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2020

년 미국 대선도 주요 경합주(battleground states)에서의 유권자 표심이 대선 결

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가 6개 주요 

경합주(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서 지지층 결집 및 동원에 성공하는지가 승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2020 미국 대선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두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임을 예상하게 해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느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든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근소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2) “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말하는 ‘美가 돌아가야 할 길’ ”, 조선일보(2020
년 11월 26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1/26/7ACD7
273J5AHHM5MRHLXOL22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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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CBS, CNN, NBC 뉴스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실시한 

2020년 미국 대선 출구조사(exit polls)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주요 경합주에서 90%가 넘는 자당 지지층의 선택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3) 이러

한 결과는 작년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자당 지지층을 결집 및 동원하는데 성공했음

을 나타낸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논란, 인종 차별 논란, 경제 회복 등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들은 정당일체감에 따라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논란 및 인종 평등 문제를 주요 의제로 인식한 유권자들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제 

회복을 주요 의제로 선택한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당 양극화가 유권자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서 유지 및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020 미국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당 양극화가 투표 행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주요 경합주에서 백인(white) 및 무당파(independent) 유권자

들의 표심이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4년 전과 비교할 때,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 3개 주(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해당 유권자들의 바이든 후보 지지 증가는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

의 승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민정훈 2020a).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가 바이든 후보의 백악관 입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백인 유권자, 특히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이 민주당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간발의 차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해당 유권

자들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충분히 회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

가 비중 있게 반영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될 중간선거와 2024

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심을 유지 및 추가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은 미국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공정

무역(fair trade)’ 기조를 유지 및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CNN,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Exit Polls,” https://edition.cnn.com/el
e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검색일: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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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언급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주장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작년 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뒤 첫 발언에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국민들이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국제 안보 문제와 함께 국내의 불평등과 혼란, 

노동자와 정부 사이의 단절 문제를 백악관의 테이블에 동시에 올려놔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이며, 따라서 국민들이 외교정책의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도 바이든 행정

부의 8대 외교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과제가 국내 과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4) 즉 외교의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도 국내 과제와 마찬가지로 외교 

정책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가의 여부라고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

이 반드시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미국의 모든 일자리를 지키

기 위해, 모든 국민의 권리와 보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재정 2021). 

2021년 3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는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고 규정하

고,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 주장을 구체화하였다(White House 2021). 미국

의 튼튼한 중산층은 장기간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며, 따라서 향후 미국

의 통상정책 및 국제 경제 정책은 미국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새롭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인상시키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기존의 통상 규칙을 이행하고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노동자와 공동체

에 투자를 한 이후에 새로운 무역 협상을 추구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 

시 미국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며, 노동·환경 단체를 협상

에 참여시키고 모든 경제 협정이 노동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함을 주장할 

4)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시한 8대 외교 과제에는 전염병 대유행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
주의 회복, 이민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기술 분야의 리더십 확보, 중국 대응이 포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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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명시하였다. 한편 해외에서의 강점은 미국 내 재건(build back 

better at home)을 요구한다고 밝혀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실패 및 인종 차별 논란 등으로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약 7400만 표를 득표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4년 전 

자신이 받은 표(6300만 표)보다 약 1100만 표 많으며,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최다 득표라 하겠다. 또한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 출구 조사 결과는, 

4년 전과 비교할 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에

는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공화당원(+6%) 뿐 아니라 흑인(+4%), 히스패닉(+4%), 

아시안(+7%) 등 비백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5)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졌지만 트럼프의 미국우선

주의(America First) 주장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6)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끌어안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화당 인사들의 정치적 계산을 고려할 때 미국우선 통상정책과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으로 대별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주장은 한동안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CNN,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Exit Polls,” https://edition.cnn.com/ele
ction/2020/exit-polls/president/national-results(검색일: 2021년 4월 21일).

6)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21세기 들어 두 개의 전쟁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
면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부(國富)를 낭비하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Hire 
American and Buy American’으로 대별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의 중심에
는 통상(trade)과 이민(immigration)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여 자국
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민자와 과도한 일자리 경쟁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주장하였다. 트럼프의 미국우선
주의는 2016년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는 여전히 싸늘한 체감경기와 증가하는 무역 및 재정적자에 지친 미국 유권
자들이 국내문제에의 집중과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정책을 지지한 결과로 풀이된다(민정
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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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정치적 환경 

현재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도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추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필두로 본격화된 자국중심주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전 세계에 보다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가속화된 상황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맹주로 회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들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각된 국

력 내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미국 내에 형성되었고, 이러한 공감대를 반영하

여 미국에서는 국내 문제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국력 낭비 최소화와 국력 내실화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과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는 통상 정책 기조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이라는 명칭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우선 대외정책

(American First Foreign Policy)’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특히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토대로 형성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대외정책은 ‘미국 이익 우선,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에 대한 

회의적 입장, 양자주의 선호, 국제적 협력 후퇴, 강대국 간 불협화음’ 등의 특징을 

보이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은 자국중심

주의에 기초한 국제정치 환경이 전 세계에 보다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가속화하

는 역할을 하였다(Haass 2020).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취했던 입국 제한 조치, 국내 봉쇄 조치와 더불어 인공호흡기, 마스크 등 핵심 

물품들의 국내 생산 필요성 부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축소 가능성, 국제정치 단위로서의 민족국가의 중요성 상승, 공공 의료 

등 공공 영역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큰 정부 선호 등의 요인들에 의해 자국중심주의

가 세계 각국에 보다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정치적·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상당 기간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은 자국중심주의 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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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2020b).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국제정치 환경

의 특징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충격에 의해 보다 예리해졌으며, 이에 따라 

한동안 세력을 확장해 갈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환경은 바이든 행정

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가 야기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문제에 집중하며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해 자국의 자원과 역량을 국제무

대에 적극적으로 투사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국내적으로 환영받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실패 및 인종 차별 논란 등에도 불구하

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약 7400만 표를 득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주장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적어도 2020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약 47%의 유권자들은 미국이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국력을 

투사하는 세계경찰로 회귀하기를 선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국중심주의에 의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냈던 힘의 공백 상태를 메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중심주의 

기조에서 완전히 선회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당면한 4대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경제, 인종적 형평성, 

기후 변화’를 설정했다. 그 중 기후변화를 제외한 3대 과제는 국내 문제들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동안 산적한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투사할 수 있는 자원 및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와 능력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국제정

치적 환경은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등 산적한 국내문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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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영향력 지속,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에 걸쳐 가속화

된 자국우선주의 등의 대·내외적 요인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맹주로 회귀하

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량 투사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 대외정책’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된 ‘현실주의적 국제주

의(realistic internationalism)’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변형된 형태의 리더십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1.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1972년 이후 지속되어 온 미·중 간 암묵적인 대(對)소련 동맹관계는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1994년 클린턴 행정부

가 채택한 대중(對中) 정책은 관여(engagement)와 헤징(hedging)을 결합한 복합

적 정책이었다. 미국은 ‘관여’를 통해 중국을 경제적·제도적으로 국제사회로 통합

하여 현상유지 국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미·

중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의 의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강화된 군사력과 동맹 시스템을 바탕으로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헤징’을 함께 추구했다.7) 

7)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21세기 들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으로 관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나, 이는 비교적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전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전쟁 당시는 유럽 
전역의 독일과의 전장 상황에, 전쟁 이후에는 소련의 위협 대응이라는 주된 관심사에 
밀려, 차선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관성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냉전의 
종식 상황에서도 러시아 재부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한다는 논리와 중동의 불안은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힘입어 유럽과 중동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관심이 테러와의 



｜ 12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여름 제6권 제2호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 수준

을 한 단계 높이고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동지역에서의 대(對)테러 전쟁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으

로 변화시켰다. 미국은 국방정책의 기조를 비(非)정규전에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첨단전력 개발로 변화시켰다. 또한 해상 전력의 약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증강 배치하는 등 첨단 전력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쟁한다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드러냈다. 장기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미래 첨단무기 개발에 투자

했다. 또한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을 

탈퇴하고 다양한 지상발사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조약 탈퇴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중국의 A2/AD 전략의 핵심 요소인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

에 대응하여 지상발사 미사일 및 초고속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미군의 화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경제, 기술, 이념 등의 부문으로 확대하였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무기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기술의 강제이전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탈동조화

(decoupling)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이념 공세를 강

화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중 갈등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이념 등 거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최우선 2020). 

전쟁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부터 달라지게 되었다. 비(非)정규전으로 전환된 아프가
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소진하게 만들었고, 이는 군사·안보, 경제 분야를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리더십의 쇠퇴를 목도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유상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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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미국의 역내 리더십 복원을 기치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20 민주당 정강정

책은 태평양 국가인 미국이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는 번영, 안보,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및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등과의 동맹 관계도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약을 맺은 동맹국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파트너 국가들과

의 관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과 같은 지역 다자 

기구에 대한 강력한 개입 정책을 소생시킬 것이며,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은 미국의 국익과 동맹들의 이익에 의해 인도되

어질 것이며, ‘미국 사회의 개방성, 미국 경제의 역동성,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동맹의 힘’이라는 미국의 강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경제, 안보, 

인권과 관련하여 우려를 자아내는 중국 정부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국제적 규범을 침해하는 중국 

혹은 여타 국가들의 시도에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를 강화하여 청정에너지, 양자 컴퓨팅, 인공

지능, 5G 등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안전하고 기업 부분이 주도하는 5G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이며, 동맹국들과 함께 5G 네트워크 보안 및 사이버 공간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하이테크 권위주의(high-tech 

authoritarianism)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세계가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디지털 시대의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사용에 대한 규칙, 규범, 제도 등을 미국과 동맹

국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욱 2020).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 자기 패배적인 일방적 관세 정책에 호소하거나 신(新)냉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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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주된 도전이 군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격적 행보를 억제하고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대만 및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관계법을 계속 준수하여 대만 국민들

의 이익과 일치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한편 홍콩시민들의 민주

적 권리를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

들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한 행위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감시 및 

검열에 기반한 반이상향적(dystopian) 체제에 대한 대안을 동맹국들과 함께 제시

할 것이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기후 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8)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방향은 2021년 3월에 발간된 ‘국

가안보전략 잠정지침’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적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국제적 규범·표준 등에 대한 

합의 주도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중국의 

불법적 무역 행위, 사이버 해킹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대만 및 홍콩, 

신장, 티베트에서의 민주주의·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안보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

겠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협력적 경쟁(cooperative rivalry)’을 토대로 미·중 관

계를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안보, 경제, 

기술, 이념 등 거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던 미·중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양국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등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에 국력을 

8)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
ent/uploads/ 2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
tion.pdf(검색일: 2021년 4월 21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 15 ｜

집중해야 하는 상황은 미·중 관계 관련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외교를 추구할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하 미·중 경쟁은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편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사·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중 양국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비확산 등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서는 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1) 트럼프 행정부와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목표는 유럽, 아시아 등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하고 자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 대외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정책을 거쳐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

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대체할 용어를 모색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일본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아베 내각이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개념을 수용한 것으

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

양 전략’의 추진에 합의하고, 이후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을 발표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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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개최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항행과 비행의 자유 및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의 이용을 존중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의 다낭(Da Nang)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형평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경제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법의 지배, 개인의 기본적 권리, 항행 및 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 존중을 강조하였다(조양현 2018).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을 대신하여 ‘인도-태평양’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채택한 것은 인도가 미국의 역내 안보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미국과 인도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

하는 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경제협력뿐 아니라 전략 분야의 

기술협력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미·일 

양국은 2000년대 들어 인도의 전략적 가치에 착안하여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인도가 미국의 아시아 전

략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10)

9) ‘인도-태평양’은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아시
아-태평양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한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2007년 8월 아베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와 일본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인도양과 태평양의 
합류”로 표현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데 지역적, 군사적, 경제적 라이벌인 인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시도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후 2016년 8월 아베 총리가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을 제시하며 재부상
하였고,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일 공동 추진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박원곤 
2019).

10) 인도에는 전통적인 비(非)동맹주의가 남아있어 특정 대국과의 관계 강화를 배제하고 
‘전략적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또한 인도는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경계심
과 함께 미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함께 지니고 있다. 2014년 모디(Narendra Modi) 
정권 출범 이후 인도는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적 요소를 절충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인도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 및 일대일로 전략, 중·인도 
간의 국경 분쟁 재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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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의 네 가지 원칙은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공개적인 투자, 투명한 합의, 연계성

(connectivity)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항행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 준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자유로운(free) 인도

-태평양 비전’은 국제적 차원에서 타 국가들의 강압에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국민

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open) 인도-태평양 

비전’은 지역에서 지속적 성장과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제수역, 항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영토와 영해의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

인 무역, 개방된 투자 환경, 국가 간 투명한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유상

범 2019).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 가지 축으로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

보’를 설정하고,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위해 개발과 금융 기구를 

활성화하고, 법의 지배, 시민사회의 역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촉진하며, 항행의 

자유 등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은 세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면서 예산이 뒷

받침되고 실체를 갖는 정책적 행동으로 전환되었다(최원기 2019).

대(對)중국 견제를 목표로 본격화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군사·안보보다는 경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된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적·기술적 지원 및 능력배양 제공을 강조하는데 보다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성격을 대폭 강화한 것은, 경제·통

상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역내 개도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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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1월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 협의체

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회의가 개최되자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군사·안보적 성격의 협의체 형성을 

추진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여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 움직임에 대해 아세안을 비롯한 많은 역내 국가들은 대(對)중국 

견제 기제로서의 쿼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및 참여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많은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으로 인해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외교적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안보적 요소를 희석시키고 역내 국가들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 개도국들의 안보적 우려를 불식시

키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최원기 2019, 18-20).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전략의 논리와 현실적 실행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對)중국 견제를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자체적 역량 증대와 함께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transactional) 

동맹관이 미국의 동맹 수호 의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켜 인도-태평

양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필수적인 지역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무역 분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일련의 공세적 행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 간 불신은 증폭되어 

갔으며, 이로 인해 다자주의적 협의체 구성 등 미국의 역내 동맹 규합 노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이 지속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김태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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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든 행정부와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목표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

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민주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역내에서 중국

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안보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는 민주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국제 규범 및 표준 등을 만들고 함께 움직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Indo-Pacific Coordinator)으로 임명된 커드 캠벨(Kurt Campbell)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의체를 만들

기 보다는, 기술(technology) 관련 문제를 위한 ‘Democracy-10’(G-7 국가

들,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안별 

맞춤형(bespoke) 협의체 구성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별 협의

체 구성은 무역(trade), 기술, 공급망(supply chains), 국제 표준(standards) 

등의 분야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Campbell and Doshi 2021).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 동맹 및 파트

너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

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는 2007년 처음 시도되었

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2017년 복원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쿼드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월 29일 미국평화연구소

(USIP) 주최로 개최된 화상 세미나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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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Sullivan)이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대외정책의 토대로서 계

승·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쿼드를 

활용하는 것은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견제를 지속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군사·안보 분야에서 동맹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유용한 기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첫 정상회의, 미·일 

외교·국방 장관회의, 미·인 국방 장관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 쿼드 참여국들과 

외교·안보 회의들을 개최하였으며, 회의 참여국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

의 움직임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안보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like-minded partners)과 소다자(minilateral) 및 다자(multilateral)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틀(policy framework)’로서 쿼

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V. 한미동맹: 보편적 원칙에 기반한 협력 외교 확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안보위협 속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

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1) 

11)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통해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2008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환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채택된 ‘동맹미래비전’에서는 21세
기의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과학기술·에너지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력과, 양자관계뿐 아니라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
화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했다(이우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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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역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자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

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신뢰 복원 및 유대 강화를 토대로 

대(對)중국 압박, 견제, 협력 등의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對)중

국 우위를 지키는 동시에 양국 간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압박은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규범 및 표준 등을 만들고 함께 움직여 

중국의 하이테크 권위주의(high-tech authoritarianism)에 대응하고자 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하이테크 민주주의(high-tech democracy) 결집 움

직임에 동맹국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역내 협력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 인도의 신(新)동방정책 등 역내 주요국들의 지역구상을 개방적 관점에서 

환영하며, 이들 구상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적극 협

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신(新)남방정책을 중심에 두고 ‘개

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역내 협력 원칙에 기초하여 주요국들의 지역구상 간 

연계협력을 통한 확대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간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개방성·투명성·포용성’ 원칙에 기초

하여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 2019년 11월 초 한미 간 차관보 협의 및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Senior Economic Dialogue)를 통해서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한미 간 차관보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합의하고,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인적 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적 협력현황을 담은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또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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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협력 방안을 개발협력,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한미 양국 간 협력 논의는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양국 간 협력 확대 움직임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 

협력의 외연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 양국 간 협력 확대도 경제 및 비(非)군

사 안보(보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한 보편적 원칙을 토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안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 

및 비(非)군사 안보 분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

이다. 또한 한미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확대는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민주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해당 분야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명분 및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나아가 미·중 간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비(非)군사 안보 분야는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 모색을 통해 미·중 사이에

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아시아-태평양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 리더십의 복원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고 민주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

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국제정치적 환경은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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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응,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등 산적한 국내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영향력 지속,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에 걸쳐 가속화된 자국우선주의 등의 

대·내외적 요인들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맹주로 회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의 역량 투사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 대외정책’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

서’라는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강조

하며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변형된 형태의 리더십으로 본격

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경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미·중 전략적 경쟁은 양국 간 세력균형의 변화

와 연계된 불가역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국 간 세력균형 변화 추세

에 변동이 없는 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전략적 경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협력적 경쟁을 토대로 미·중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안보, 경제, 기술, 이념 등 거의 전 영역

으로 확대되었던 미·중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양국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코로나19, 경제, 

인종적 형평성 등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은 미·중 

관계 관련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외교를 추구할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하 미·중 경쟁은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사·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규범 및 원칙에 기초한 협의체 구성 및 활동에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응

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를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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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개방성·포용성 ·투명성’의 역내 협력 원칙

을 토대로 선택이 불가피한 특정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정하고, 해당국에 

한국의 입장을 일관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인도, 호주, EU 등 

주요 중견국들과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국

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그러한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이 보편적 원칙에 기초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복합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때 한국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심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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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o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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