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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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보
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발표되었다. 이번 보고
서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부르짖으며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반영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로서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경쟁적(competitive)’
이라고 보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
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대표
적 국가들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이다. 트럼프 행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 미 본토 방어, 번영 제고,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네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국가
안보전략은 강대국 관계의 긴장을 예고하며,
국제문제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위치에서 스
스로 후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와 함
께 인도-태평양전략의 부상,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접근, 한미동맹의 결손 등은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
이다.

핵심어: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미국 우선주의, 원칙 있는 현실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Ⅰ. 서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발표되었다(White House 2017). 이번 보고서는 위대
한 미국의 재건을 부르짖으며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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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가 반영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이하 NSS) 보고서는 미국 백악관이 발간하는 최상위 전략서이다. NSS 보고서에
근거하여 국방전략(NDS), 군사전략(NMS), 핵태세검토(NPR), 그리고 4년주기 국
방태세검토(QDR) 보고서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다양한 하위 보고서들이 일관성을
지니고 발간된다.
미국은 1986년에 입안된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에 의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국가
안보의 총체적 여건과 현황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차기
행정부는 취임 후 150일 이내에 추가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일정이 지연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
고, 대체로 행정부가 바뀌면 1~2회 정도 보고서를 내는 게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NSS 보고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비전을 의회와 공유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요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행정부의 전략적 비전을 해외 관련국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국내
지지자들 및 정파를 상대로 대통령의 어젠다를 소개하고 일관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행정부 내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기관들 사이의 내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대통령의 전반적인 어젠다 내용과 메시지를 고양하
기 위한 것이다.1)
트럼프 행정부의 NSS 보고서는 모두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국
국가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6년말 미국 대선에서 워싱턴
아웃사이더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돼왔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한 나라의 대외정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와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미중관계를 포함한 강대국 관계의 긴장과 갈등, 북핵문제
를 둘러싼 미북간 기싸움, 동맹국에 대한 적나라한 타산적 접근, 국제문제의 공정한
중재자라는 오랜 역할의 포기 가능성 등, 트럼프 시대가 제기하는 도전은 만만찮다.
한국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1) 관련된 내용은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s Overvi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rchive (http://nssarchive.us/national-security-strategy-reports-overview/, 검색일: 2017.1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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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안보전략이 국제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안보적 함의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NSS 보고서
2016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국제정치적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도 브렉시
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아닐까 한다. 두 사건 모두 현재의 국제질서가 상충하는
가치의 충돌로 인한 심오한 불확실성이 이 시대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트럼프 등장으로 인한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동요, 그리고 그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트럼피즘(Trumpism)’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1. 트럼피즘과 미국 우선주의 1년의 평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1년이 지났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여러 모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인의 특이성 못지않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미국 사회의 변화가 예상외로 크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승리
의 원인은 백인 중산층의 반란, 특히 분노한 백인 남성(angry white)들이 미국을
바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스트벨트(낙후된 중서부 제
조업지대)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세계화와 이민정책에 대해 적대감을 트럼프
선택으로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심리, 워싱턴 정치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이 합리적인 정책논리를 압도한 선거였다(이상현 2017a,
18-22).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은 주로 세계화의 혜택을 누린 친기업 세력이 배경이
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여성, 흑인, 히스패닉, 환경
주의자, LGBT 등 이른 바 정치적으로 옳은 이슈(Politically Correct)—에 집중하다
보니 국내의 곪아터진 경제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란이고, 그 본질은 잭슨
주의의 반격(Jacksonian revolt)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 기조에서 해밀톤주
의(Hamiltonians)와 윌슨주의(Wilsonian)는 국제주의 시각을 대표한다. 이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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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국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전략의
중점을 두어왔다(Mead 2017, 2). 이에 비해 제퍼슨주의(Jeffersonian)와 잭슨주의
(Jacksonian)는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믿는 국가주의 시각을 대표한다. 특히 트럼프가 주목한 것은 미국
최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다. 잭슨주의자들은 미국 예외주의가 미국
의 이념이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보다는 미국 시민 개개인의 평등과 존엄 제고
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이해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임무가 미국 시민들이 본토에
서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복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주는데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잭슨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아간 세계화에 반대하고 반이민 정서를
강하게 공유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미국의 기성 정치권이 미국 시민들의 복지를
방어해줄만큼 충분히 ‘애국적’이지 않다고 본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이런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세계적 관여정책이나 자유주의 질서 구축
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Mead 2017, 3-5). 트럼프는 바로 이들의 정서를 간파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트럼피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시대 외교
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외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 고립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개념이었다.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의 기조는 로널드 레이건의 구상
에 연결되며, 그 핵심은 ‘경제,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갈수록 위험스러워지는
세계에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생각하며, 그 출발점은 미국 내부의 경제부흥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Navaro 2016). 그에 따라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의
방위분담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천명했다. 대외경제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이다. 트럼프 취임사에서 두드러진 강조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
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첫째, 트럼프 취임사에서 강조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였다. 트럼프는 미국이 너무 오래 동안 미국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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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으로 외국 기업들을 부요하게 했고, 미군의 소중한 자원을 들여 외국 군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경은 보호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국경은 지켜
줬고, 미국내 인프라가 망가지는 것을 방치한 채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썼다고
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이 순간부터 미국을 통치하는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간단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
가 강화되고 무역전쟁의 전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역과, 군사, 외교에서 드러날
미국 우선주의의 색채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답게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
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표방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 정치
인들이 배불리는 동안 국민들은 피폐했고, 일자리는 줄었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고 했다. 앞으로 말만 많고 행동은 안 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기성정치권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공직 경력이 전무한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서
워싱턴 중심의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직접 호흡하겠다는 트럼프식 포퓰리즘
을 선언한 것이다(Trump 2017a).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기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이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리드하는 대신 미국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되찾겠다
고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미국 우선주의는 결코 미국 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동맹
및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따르면 세계는 ‘글로벌 공동체(global community)’가 아니라 국가와 비정부
행위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서로 관여하고 경쟁하는 무대일 뿐이다.
이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미국을 든든한 우방으로 갖게
될 것이고, 반대로 미국의 이익을 거스르는 국가들은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게 되리
라는 것이다(McMaster and Cohn 2017).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대체로 이러한 자신의 정책기조에 충실한 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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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 1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 지지 세력과 친트럼프 언론에서는 반트럼
피즘(anti-Trumpism)은 한층 기세가 꺾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Guelzo 2018). 반면, 트럼프가 처음부터 각을 세웠던
미국 대부분 주류언론들은 트럼프 1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F학점을 부여했다(Vaughn
and Rottinghaus 2018).
트럼프는 첫 연두교서에서 그가 취임사에서 비장한 어조로 말했던 ‘미국의 살륙
(American carnage)’을 벗어나 1년 만에 미국이 새 시대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Trump 2018b).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난장판
(mess)’을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미국이 다시 세계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
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그가 취임사에서 묘사한 미국의 모습, 즉 경쟁자들이
미국의 관대함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미국의 기업과 일자리를 뺏아갔으며 이슬람
극단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트럼프
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실상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
다. 경제는 회복세이고 주가는 상승했고 실업율은 지난 17년 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슬람국가(IS)를 붕괴 지경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Collinson 2018).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도는 임기 1년차 대통령 중 역대 최하를 기록 중이다. 수시
로 바뀌는 미국의 정책방향에 세계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외교정책 이슈에 있어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연결성
확대의 시대에 미국 우선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트럼프 충성파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들은 트럼프의 국내
업무 지지율뿐 아니라 미국의 대외적인 평판이 저하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최근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1년차 업무 지지율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트럼프 정권 첫 해의 평균
업무 지지율은 38.4%를 기록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 해 평균 지지율은
57.2%였다. 임기 첫 해에 지지율이 50%를 밑돌았던 유일한 경우는 빌 클린턴으로
평균 49.3%였다. 트럼프는 그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Savransky
2018). 해외 국가들이 보는 미국의 호감도도 크게 낮아졌다. 트럼프의 첫 연두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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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주류 언론들은 매우 비판적이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연두교서에 대해 ‘판타지 유니언의 허구’라고 일갈하면서 말로
는 ‘하나의 미국,’ ‘우리 모두 함께’ 등 단합을 외쳤지만 그의 메시지는 종잡을 수
없고 공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설에서 이민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정작 트럼프 본인도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개혁, 감세, 국경장벽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주제를 바꿔가며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거나 공개연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트위터로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는 것이다(Bruni 2018).
트럼프 시대 1년의 평가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내정치 제도에 대한 폄훼
및 비하와 무관하지 않은 바, 정보기관, 사법부,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트럼
프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미국 국내정치 과정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우려된
다. 대표적인 사안은 이른 바 러시아 커넥션이다.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발견한다
해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대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
은 희박하다(Collinson 2018).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리더십 스타일에 주목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럼프 시대가 외교나 경제보다도 미국의 가치나 이념, 그리
고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
고 전망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을 신봉해왔고,
행정부의 권한집중과 독재자의 등장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트럼프 시대는 미국이 ‘법치국가(nation of law)’ 인지, 혹은 ‘인치국가
(nation of men)’인지를 판가름하는 위대한 실험이 될 것이다(Fukuyama 2017).
종합해보자면, 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 시대의 첫 해는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세안을 관철한 것과 국내의 각종 규제 철폐, 북한 같은 위협세력에 대해
강경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것, 그리고 스티브 배넌 같은 극우세력과 결별하고 좀
더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으로 회귀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McLaughlin
2018a). 정책 분야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분야는 국내정치와 트럼프
본인의 평판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되는 트위터가 초래하
는 각종 구설수들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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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션을 조사 중인 FBI에 대한 비판, 언론에 대한 불만 표출, 김정은을 상대로
군사적 긴장을 암시하는 등 트럼프가 트위터로 무절제하게 쏟아낸 말들은 대부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끝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품위를 떨어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는 공화
당의 사기 저하는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기도 하다.
반대세력을 자극하는 트윗과 행동은 경계선에 있던 미온적 반대자들까지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대선후보 시절이나 취임 후 트럼프가 겪은 최악의
순간들은 대부분 인종과 관련된 것들이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시작된
샬롯스빌 사태 처리나 아이티,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shitholes)’이라고 지칭
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McLaughlin 2018b).
2년차 이후는 트럼프에게 걱정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당장
2018년 중간선거는 트럼프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상원선거의 경우 공화
당이 그럭저럭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원선거와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중간선거 다음으로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주도하는 러시아
커넥션 수사 상황이 있다. 현재의 전망으로는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
나 중대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국내정치적으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대통령이 특정 정책 이슈를 제기하는
순간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와 호감이 급격히 내려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개인을 보수담론과 동일시하거나 트럼프의 성격적 결함을 우익과
동일시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에 기인하는 소위 ‘역(逆)마이더스의 손(reverse Midas
touch)’ 현상이다. 그 외에도 트럼프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각종 성추문 의혹, 북한
과의 핵 긴장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내리막길
밖에 없다는 걱정을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McLaughlin 2018c). 트럼프를 불안
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미국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서는 지지정당별로 본 미국 유권자들의 정체성(party identification)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 대선 당시와 현 시점을 비교
해볼 때 공화당 지지인구는 감소한 반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independent)
인구는 증가했다(Bum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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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국가안보전략
2018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
면 이번 NSS 보고서를 구성하는 네 개의 기둥은 ‘원칙 있는 현실주의’로의 복귀에
입각하고 있다. 이 전략이 현실주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차원의 경쟁구도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의 본질은 결국 파워
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권국가가 여전히 세계평화의
중심에 있다. 또한 미국의 가치를 고양하는 것이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확산시키
는 관건이다(Trump 2017b).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근본적
으로 ‘경쟁적(competitive)’이라고 보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대결의 본질은 인간 존엄성 및
자유를 중시하는 측과 개인을 억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측과의 대결이다. 현
국제질서의 경쟁적 속성은 미국의 과거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쟁자
들을 국제체제 속으로 끌어들여 통상 교류를 하게 되면 이들을 협력자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는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쟁자들은 정치적 선동과 기타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
하고 있으며 반서구적 시각을 확산시켜왔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쟁자들이 재래식 군사력 및 핵전력을 현대화하면
서 미국의 우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보전 분야의 각축 역시 정치, 경제, 군사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미국이 얻은 교훈은 미국이 리더십
을 발휘하지 않으면 조만간 적대세력이 그 공백을 차지해서 결국 미국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 네 가지 국가안보
목표를 내세웠다. 미 본토 방어, 번영 제고,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목표는 네 개의 축(Pillar)으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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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인과 미 본토, 미국적 삶의 방식 방어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국경과
영토를 보전하는 한편 위협의 근원을 추적해 분쇄한다. 사이버 시대를 맞아 핵심
인프라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고 각종 위협에 대응하는 탄력성을 제고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인한 위협 대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슬람국가(ISIS)나 알카에다 등 지하드 테러조직과의 싸움도 언급되었다.
둘째, 미국의 번영 증진이다. 지난 70년 이상 미국은 상호성과 자유시장, 자유무
역 원칙에 입각한 안정된 국제경제체제가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의 유지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그런 이유로 전후 미국은 일련의
국제금융제도와 각종 경제 포럼을 창설해 공정한 룰에 따라 국제경제를 안정화시키
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오늘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이러한 룰을 위반하고 속임
수를 쓰며 경제침탈을 일삼는 국가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더 이상 좌시하
지 않을 것이다. 우선 미국 국내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
인 경제관계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기술 연구와 개발, 혁신을 선도하고 에너지
독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셋째,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이다. 역사의 변치 않는 연속성은 ‘힘의 추구(contest
for power)’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 부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중국, 러시
아 등 현상타파 세력이다. 둘째는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이다. 셋째는 지하드
테러조직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다. 이들 세력은 글로벌 혹은 지역 차원에서 그들에
게 유리한 세력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경쟁 중이다. 이 경쟁은 근본적으로
억압적 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세력 간의 정치적 대결이다. 이들 세력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력 등 국력의 모든 요소들을 결합해 사용
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
은 지난 194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미국 군사력 저하는 오래 지속된 무기체계
‘획득 공백기(procurement holiday)’뿐 아니라 씨퀘스터의 영향도 크다. 미국은
적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여 핵전력 현대화, 우주공간의 활용, 외교역량 강화,
경제통상외교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미국의 영향력 확대이다. 미국의 긍정적 영향력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미국의 전통은 개인의 평등과 가치를 존중하고 법치를 고양하
는 것이다. 미국은 최선의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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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다자적 포럼을 활용하여 룰과 제도,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상의 국가안보
목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축(Pillar)

주요 내용

미 본토와 미국인, 미국
적 삶의 방식 방어

-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시스템 개혁
지하드 테러리스트는 가장 심각한 초국가적 위협
위협의 근원을 목표로 공세 전개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 강화
다양한 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미국의 번영 증진

- 국력 회복을 위해 미국 경제 활력 증진
- 만성적 무역악습 용납 불가
- 국제시장 개방을 위해 에너지 지배력 활용

힘을 통한 평화

-

미국의 영향력 확대

- 시장경제, 정치안정, 평화 등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 법치와 인권을 포함한 가치 보호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 재건
전략적 경쟁 시대에 맞게 국력의 모든 요소 활용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역할 강화 기대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에서 세력균형 추구

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도 과거 미국 행정부들의 안보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모든 행정부들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목표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가치의 수호를 내세웠다. 다만 특정 행정부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소간의 변용이 있을 뿐이다. 다음 표는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역대 NSS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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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대 NSS와의 비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트럼프 행정부2)
년도

행정부

1987, 로널드2)
1988 레이건

상황인식, 키워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수호, 러시아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
식

1990,
조지 H.W. 냉전의 종식, 공산주
1991,
부시
의 체제의 붕괴
1993
1994,
1995, 빌 클린턴
1996

냉전의 종식, 세계화
심화, 민주주의 공동
체의 확대

1997,
1998, 빌 클린턴
2000

새천년, 기록적인 번
영의 시대 도래, 안보
와 번영의 불가분성

2001

빌 클린턴

상동

2002

조지 W.
부시

테러와 독재로부터
평화 수호, 인류의
자유를 위한 세력균
형 추구

2006

조지 W.
부시

2010

오바마

2015

오바마

2017

트럼프

미국은 전쟁 중, 2002
년 NSS 보완, 계승
국제질서의 현실 직시,
‘Building at home,
shaping abroad’를 통
한 미국 리더십 회복
강하고 지속가능한
리더십

국가안보 목표 혹은 목차 주요 내용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tied States
▲미국의 이익, ▲외교정책, ▲국방정책,
▲이행전략 (1988년 보고서는 ▲경제정책,
▲지역전략 추가)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tied States
▲추세 분석, ▲지역정세 및 도전요인,
▲외교안보 목표와 수단, ▲경제 어젠다,
▲국방 어젠다, ▲대국민 어젠다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안보 강화, ▲번영 제고, ▲민주주의 확산,
▲지역 전략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new Century
▲본토와 해외의 안보 제고, ▲번영 제고,
▲민주주의와 인권 제고, ▲지역 전략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Global Age
▲상동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인간 존엄성 수호,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고
글로벌 테러 분쇄를 위한 동맹 강화, ▲지역분
쟁 해소 협력,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협 예
방, ▲자유로운 시장과 무역을 통한 글로벌 경
제성장의 신시대 개척,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
으로 개방된 사회의 발전 확대, ▲주요 강대국
들과의 협력적 어젠다 발굴, ▲21세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국가안보제도의 변환
▲상동,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추가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안보, ▲번영, ▲가치, ▲국제질서
▲상동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우선주의, 원칙 ▲미국 본토와 국민, 미국적 삶의 방식 방어,
있는 현실주의
▲미국의 번영 제고, ▲힘을 통한 평화 보전,
▲미국의 영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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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국가안보전략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트럼프 행정부 첫 NSS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트럼프의 NSS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
다도 대선 후보시절부터 시작해 대통령 취임 첫 해에 트위터를 통해 익히 알려진
트럼프의 생각은 NSS의 비교적 절제된 표현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1987년 골드워터-니콜스법에 의해 첫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를 펴낸 레이건 행정부 이래 견지되어온 핵심 원칙의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행정부마다 중점은 약간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대 국가안보전
략 보고서들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
서를 유지･확대하며 개방적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해온
바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은 역대 정부의 호혜적인
리더십과 양립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미국만(American
Only)’ 생각하는 제로섬 국제관계로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의 성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보자. 첫째,
취임 첫 해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낸 행정부는 트럼프가 처음이다. 또한 대통령
이 직접 NSS 발표 연설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된
정부내 혼선과 혼란을 극복하고 취임 첫 해에 NSS 보고서를 낸 것은 트럼프 안보팀
의 집중도를 잘 보여준다. 둘째, 당초의 걱정과는 달리 트럼프 NSS는 역대 행정부의
초당파적 외교정책 주류 시각을 대체로 포용하는 절제력을 보여주었다. 스티브
배넌이나 세바스챤 고르카(Sebastian Gorka),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등 과
격파와 짐 매티스, 존 켈리, 렉스 틸러슨, 허버트 맥마스터 등 전통파 사이의 갈등에
서 트럼프는 서서히 전통파의 견해를 따르는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
다. 국가안보목표로 제시한 네 개의 축도 기존 행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미국우선주의를 거부감이 덜 드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미국우선주의는 흔히
국제문제에서 ‘혼자하기(go it alone-ism)’로 인식돼왔으나 이를 ‘원칙 있는 현실주
의’라는 중립적 언어로 재해석했다. 넷째, 트럼프 NSS 보고서는 역대 보고서들에
비해 다소 삭막한 느낌을 주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번 NSS의 초점이 국제적
2) 미국 역대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National Security Strategy Archive (http://nssarchive.
us/)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보고서 내용에 근거해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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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9/11 직후 발간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NSS로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 다섯째, 트럼프 취임 직후 보여준 실제 정책과 NSS
보고서의 정책우선순위 사항 이행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Fever 2017).
트럼프 시대 미국은 국제사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역대 정부들이 견지해온 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선한 패권국
(benign hegemon) 역할을 지속할 것인가?
첫째, 우선 미국 우선주의 시대에 우려되는 것은 이번 NSS의 근저에 깔린 제로섬
적 국제관계 시각이다.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이 상정하는 국제관계는 국가대 국가의
투쟁을 당연시하는 다분히 홉스적(Hobbesian) 시각에 입각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를 미국에 대한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인 예이다(Abrams 2017).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현 국제상황을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미국은 정치·군사·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확고히 지켜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중·러 간에 냉전 2.0이 시작되고 있음을
명시했다(이홍구 2017).
미국 우선주의를 경제 분야에 적용해보면, 이는 21세기형 중상주의(Mercatilism)
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상주의는 역사적으로 국제질서의 격동기에 기존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흔들릴 때 크게 부상했다. 중상주의의 기본 철학은 국력의 모든
도구를 총동원하여 무역과 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의 경쟁국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원칙을 현 시대에
적용해보자면, 신중상주의의 가장 명확한 특징은 분명한 정치･경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소통을 거부하고 국제무역의 혜택에 대해 제로섬 시각을 취한다는 점이다.
그 정향에 있어서 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이다(Ahmed and Bick 2017,
6). 이러한 중상주의적 시각에 대한 대표적 반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 잘 드러나 있다. 스미스는 개개인이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을 폈다. 기본적으로 거래지향적이고 자유무역에 적대적인 트럼프의 통상정책
은 신중상주의 성향을 띤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동시에 미국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에서 무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동 번영과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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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였는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그런 노선을 따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Ahmed and Bick 2017, 23-24).
둘째, 트럼프 NSS는 국제문제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위치에서 후퇴, 더 이상 자유
주의적 공공재 유지를 위한 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면 그만큼
전지구적 관심사인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상 트럼
프 행정부는 NSS 발간 이전에 이미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약 탈퇴를 결정했다.
이번 NSS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아예 사라졌다. 직전 NSS였던 2015년
오바마 행정부 NSS에서는 기후변화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시급하고도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었다. 트럼프는 청정에너지원의 진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견인
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
지 독립과 미국 이익 최우선이다. 이 목표를 위해 미국 내 에너지 개발과 혁신에
방해가 되는 인위적 규제를 철폐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특혜를 주는 정책적 배려를
배격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기조는 당연히 파리기후변화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가 허구이며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키려는 속임수라며 미국
이익 최우선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전임 오바마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석유 및 가스 관정을
겨냥해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부분 폐기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미국이 세계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뉴욕타임
즈는 이를 미국의 ‘불명예스런 탈퇴(disgraceful exit)’라고 표현했다(The New

York Times, June 1, 2017.).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최신 보고서
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충격도 큰 5대 리스크 가운데
세 개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구온난화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정
국가의 일방주의적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8, 6-7).
국제안보 관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핵비확산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 등 특정 핵비보유국의 핵무장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던 핵안보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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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ecurity Summit)는 2016년 워싱턴 개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제히 핵 능력 증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
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핵무기 보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실전에서 더욱 쉽게 쓸 수 있는
저강도 핵무기 보유 확대를 거론한 것은 유사시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결정을 더
쉽게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저강도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려는 동기는 미국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들이 너무
크고 치명적이어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상
효과적으로 ‘자기억제된(self-deterred)’ 상태이며 세계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저강도 핵무기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Fenberg 2018).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 위주로 정책결정을 내리기 마련이지만 오늘날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처
럼 영향력이 큰 국가가 오로지 자국만의 안보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다. 핵무기를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만들려는 미국
의 구상은 자국은 물론 타국들에게도 안보 딜레마로 끝날 소지가 크다(Sethi 2018).
주요 국제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유엔 등 국제기구
펀딩을 크게 삭감하고 일부 다자협정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는 행정명령 검토에도
반영돼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와 다자협정에서
발을 빼는 두 가지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게 될 ‘국제기구에 대한 감사 및 미국
자금 축소(Auditing and Reducing U.S. Fund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
다.3) 다른 하나는 ‘신규 다자협정 중단(Moratorium on New Multilateral Treaties)’
행정명령인데, 이는 현존 혹은 진행 중인 다자협정을 재검토해서 미국이 어떤 것을
그만둘지 권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안보나 범죄인 인도, 국제무역에 직접
3) NYT에 의하면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펀딩이 중지된다. 팔레스타인 임시정부, 혹
은 PLO가 회원인 국제기구; 낙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란 및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활동; 테러지원국의 통제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는 기구; 소수자 박해나 심각한 인권위반으
로 비난받는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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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지 않은 다자협정이 대상인데,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이행하게 되면 유엔 기구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미국이 대략 1/4의
자금을 기여하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중 일부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The

New York Times, January 25, 2017). 그 연장선상에서 유네스코 탈퇴도 결정됐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NSS 보고서 내용 간의 괴리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맹에 관해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과도한 부담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불만을 표출해왔다. 트럼프는 나토회원국들은 상호방위공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장 제5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동맹과
우방과의 강력한 유대관계가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장점을 제공한다는 NSS 보고서
의 문장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실상 역대 NSS 보고서의 거창한 언사에
비해 실질적으로 국가전략 가이드 역할을 거의 못 하는 ‘말과 행동의 갭(say-do
gap)’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Zenko 2017).
또한 NSS 보고서의 기본 인식은 대표적인 현상타파 세력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의 주된 안보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중국은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이 ‘냉전적 사고’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 러시아도 트럼프 국가안보
전략을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여 중국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다(Aljazeera, December 20, 2017).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러시아
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의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체계적으로 간섭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Lissner 2017). 중, 러를 세력경쟁의 대상,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이들 국가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직자들은 앞으로 최고정책결정자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들―예를 들
면 TPP 탈퇴,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협상 거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전―을 이행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들을 수행해야 할 처지다. 트럼
프 대통령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전
략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트럼프의 트윗이 더 영향력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다(Smith 2017).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이는 결국 ‘가치외교’에서의 후퇴라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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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당장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독재자들과의 교분이나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무자비한 마약 단속으로 취임 이후 9,000명 가까운
인명을 살상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칭찬하는가 하면, 쿠데타를 빌미로
10만명을 구금한 에르도안 터키 총리의 선거 승리도 축하하는 통화를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해서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칭찬하기도 했다. 트럼
프의 이러한 행보는 나토나 G7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가이익 추구가 가치의 고양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교관도 민주주
의나 법치, 인권 등 가치 추구를 지지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나 경제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 외교에서
조성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초당파적 공감대와의 결별로 평가된다. 지저분
한 세상에서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고, 좋은 행위와 모범으로 미국 외교의 길잡이를
삼고, 미국의 힘을 좋은 행위에 사용해야 한다는 우드로 윌슨의 원칙은 트럼프
시대에 들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The Economist, June 1st, 2017).

Ⅲ. 국제정세와 동북아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상과 미중관계
트럼프 행정부 NSS와 기존 NSS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지역전략
중 유럽이나 중동에 앞서 인도 및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이 NSS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적 태세일 것으로 추정
된다.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주권 주장이나 일대일로 전략,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NSS 보고서
는 인도의 부상을 환영하는 한편, 미-일-호-인도를 연결하는 ‘4자(quad)’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Ayres 2017).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한
것은 2017년 11월 아세안 순방 당시 베트남에서 행한 연설이었다. 당시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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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아이디어라
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The Financial Times, November 11, 2017).
주지하다시피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 전략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재균형은 군사, 외교, 경제를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균형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은 지리적 개념의 확대이다. 즉, 처음으로 인도양까지
아태지역의 지리적 개념을 확대하여 남아시아의 연안지대를 아태 선회의 지리적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커트 캠벨 전 동아태차관보에 의하면 태평양과 인도
양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계시킬 것인지가 미국 전략사고의 다음 도전이 될 것이
다(Manyin and others, 2012).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서
인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2012년 리언 파네
타 미 국방장관은 인도 방문시 인도국방안보전략 연구소(IDSA) 연설에서 인도와의
국방협력이 아태 재균형 구상의 린치핀 (linchpin)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모디
수상 취임 이후 인도는 미국, 일본 쪽으로 뚜렷이 경사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2014
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 미국은 이를 수용해 2015.1.25.~27 오바마의 인도
방문이 실현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방문 당시 ‘미-인도 아태 및 인도양 지역
에 대한 공동전략비전(US-India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도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도 인도를 방문(2014.9), 향후
5~10년간 중-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해묵
은 국경분쟁을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모디는 중국 방문(2015)으
로 화답했다.
향후 미국의 전략은 아태 재균형 정책에 더하여 인도-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전략공간을 대상으로 해양투사 및 전력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1세기 해군력을 위한 협력적 전략｣을 출판한 2007년 이후, 2012년 국방전략지침
(DSG), 2014년 4개년 국방태세검토(QDR) 및 국가안보 검토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
지침 지침과 더불어 안보 및 재정 환경의 변화로 최신의 해양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상에 의하면 전진배치된 해군은 전세계 해군을 기동력으로
활용하여 해외 지역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그 지역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며,
해외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적들이 세계의 해양을 미국에게 대항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해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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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작전을 유지하는 능력은 미국이 지닌 뚜렷한 이점이며, 바다에 의존하는 상호
연결된 글로벌 사회에서 이러한 이점을 유지하는 것은 미 해군 병력 및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 해양 접근을 막는 반접근/지역 거부(A2/AD)
역량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실행, 테러범과 범죄인 네트워크 확대와 진화에 따른
지속적 위협, 해양 접경 분쟁 횟수 및 강도의 증대, 특히 에너지 이동에 동반되는
해상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하는 추세이다(U.S. Department of
Navy 2015).
트럼프 행정부 NSS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역시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중국 봉쇄 혹은 고립을 위한
구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아태 재균형의 연장선상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간
연결성과 더불어 여전히 경제적 고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태평양처럼 방대한 지역을 봉쇄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개념이지만 강대국 정치의 게임판이 확대되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추세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상하면서 미중관계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세
기의 두 초강대국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에 따라 국제정세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
기 때문이다. 시진핑 2기 정부는 권력집중을 더욱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재차 강조하면서 2045년을 목표로 한 ‘두 개의 백년’을 완성하기 위해 국력
을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2기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친정체제의 강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전략의 경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19차
당대회 공작보고의 외교분야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평화발전, 신형국제관계, 운명공
동체, 친성혜용((親誠慧容), 의리관 등 기존의 담론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띠는 것은 18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 크게 강조되었던 반면,
19차 당대회에서는 그 자리를 ‘일대일로’가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해양강국 구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각지의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켰을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해양 진출도 어려움에 봉착했
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악화된 게 없다. 중국 또한 실용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 맞서기
보다는 대응 내지는 반응하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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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민감한 갈등 이슈는 회피 내지는 관리하면서 경제, 금융 등 선택적 영역에서부
터 점진적으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성
균중국연구소 2018, 18-20).
향후 미중관계의 전망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있다. 만일 미국이 NSS 보고서에서 적시한대로 중국을 미국 주도
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적극 대응할 경우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경쟁,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통한 대리(代理) 세력경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한 것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NSS 보고서
내용처럼 실제로 중국을 경쟁자로 상정하고 압박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온 중국에 대한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중관계가
악화된 사례는 별로 없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무역전쟁도
발발하지 않았으며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본격 발동하지 않았
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정향이나 국내 정치･경제적 난제를
고려할 때 양국간 갈등을 확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강대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반면, 미, 일 등 중국의 부상
을 견제하려는 세력에 편승한 주변국가들에게는 상황과 이슈에 따라 강한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성균중국연구소 2018, 24). 중
국의 이러한 입장은 사드 보복을 경험한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편 동북아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트럼프 NSS가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역시 북핵 문제 관련 사안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와 남북관
계를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맞게 되면서, 위기의식과 포위의식이 국가전략과
외교전략 전반에 더욱 각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독특한 김씨 일가의 유일지
배체제로 인해 김씨 일가의 정권위기가 체제위기와 국가위기로 곧장 연결되고,
또한 분단국가체제로 인해 정권교체 또는 체제붕괴 시 국가소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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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북한지도부의 위기의식은 어떤 다른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전봉근 2018, 11-12). 북한식 위기의식은 김정은에게도 이어져서 2018년
신년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외부 위협과 경제위기에 대해,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
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은 극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
에 부닥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러시아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미국이 이미 대북
군사행동 준비에 착수했으며, 한국만이 그 위험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정례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며, 미국이 군사행동을 위한 정찰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한미 합동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당시 스텔
스 전투기 포함, 총 230여대의 한미 공군기가 참여한 이 훈련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Vorontsov 2018). 북한의 이러한 위협인식은 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죽기살기식’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는지를 설명해준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정책과 미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서, 억지 및 봉쇄와 병행해
‘글로벌 압박 캠페인(global pressure campaign)’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 제재가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드러
내지는 않고 있지만 친북 국가들 상당수도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중국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의
북핵 정책과 미북관계 향배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미북관계는 한국을 경유해 한중관계에도 연계돼 있다. 트럼프 정부
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문재인 정부는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출구로 한다는 ‘2단계 북핵해법 구상’을, 중국은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
行)’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주재우･이동민･이성현･정재흥 2017, 3-7). 현 시점
에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관계의 향배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2018년도 미북관계를 전망하는 단초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와 트럼프 행정부
NSS의 교차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발표한 금년도 신년사
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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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자평함으로써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
실화했다. 특히 신년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있음을 거론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
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양산, 실전 배치 본격 추진을 선언하
는 한편, 나름대로의 핵독트린도 제시했다. 핵무기의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
을 천명함으써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다. 금년 신년사에선 작년과 달리 핵무기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크게 증대됐다. 특히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대표단 파견 의향이 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실제로 고위급대표단 파견,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단일팀
구성, 응원단 파견 등 파격적인 행보로 이어졌다. 이는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
을 바탕으로 이제 대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인식을 반영한 ‘평화공
세’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는 한편 ‘우리 민족끼리’를 다시 강조하고 외세배격을
주장함으로써 한미관계를 이간질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몰린 북한이 한국을 앞세워 통남봉미(通南封美)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다. 셋째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내용 메시지로서, 다가 올 제재에 대한 인민들의
대비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신년사에 경제 분야 성과를 길게 언급하고 경제
에 대한 언급이 핵보다 훨씬 많은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와 함께 북한 내부의 사상적 단속 강화도 시사했다.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김정
은의 2018년 신년사는 이제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선제공격 억제를, 한국에 대해서는 평창 올림픽을 빌미로 한 평화공세를,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향후 지속될 제재와 압박에 대비한 체제결속이라는 삼중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상현 2018).
트럼프의 NSS는 향후 사태가 북한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정부의 기본 시각은 ‘힘을 통한 평화’다. 김정은은 신년
사에서 이제 북한의 핵능력 때문에 트럼프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
만,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핵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북한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나도 핵버튼 있다... 내 것은 더 크고 강력하며 작동
도 한다”는 트럼프의 트윗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김정은 신년사 발표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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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대북 압박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남북대화나 관계개선은 반대하지 않지
만 비핵화라는 분명한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공갈에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북핵 위협이 가시
화될수록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증대할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행동에도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와의 조율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의 착각일 뿐이고,
오판에 의한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당분간 우리가 유의할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대북
제재전선에서의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미국이 행사할 군사옵
션의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로는, 첫째, 군사옵션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듯이,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보복 가능성과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위기에 맞서기
보다는 위기를 회피하는 인물이라는 점도 군사옵션의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추론
하는 근거이다. 취임 1년에 즈음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대체로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위험회피형(risk-averse)’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전성훈
2018, 12). 미국의 군사행동이 임박하면 한국내 비전투요원 소개작전(NEO) 개시,
한반도 인근으로의 미 전략자산 전진배치,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데프콘 상향조정
등 몇 가지 뚜렷한 사전 징후가 나타날 것인데, 아직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이
상현 2017b).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워싱턴을 중심으로 대북 예방타격을 의미하는 이른 바
‘코피(bloody nose)’ 전략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주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 조짐이 보이면 발사대를
타격하거나 핵시설을 정밀타격해 핵미사일 개발의지를 꺾겠다는 구상이다
(Riley-Smith 2017). 화학무기를 사용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시리아를 타
격한 것이 좋은 예이다. 코피 전략은 선제타격과 구별되는데, 선제타격은 북한
핵능력 제거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코피 전략은 미국이 무력사용을 불사할 정도로
비핵화 달성의 의지가 높다는 신호(signaling)를 북한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코피 전략의 성공 여부는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타격의도를 북한에게 확실히 인지시키고 군사적 보복 없이 북한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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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소규모
외과수술식 타격(minor surgical strike)’이라 할 수 있다(박지광 2018).
미국 내에서 대북 예방타격을 지지하는 분석가들은 미국이 아직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해 제거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꺼리는 간단
한 이유는 북한의 보복 가능성인데, 이는 매우 과장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선제공격
을 당할 경우 장사정포 등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의 수도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우려가 미국의 행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Luttwak 2018). 더 나아가 만일 대북 군사행동이 실행될 경우 미 국방당국은 북한
의 핵미사일 관련 인프라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미
합참부의장인 폴 셀바(Paul J. Selva) 장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뿐 아니라 관련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셀바 장군은 북한이 아직 최후의 선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보며, 아직 외교로 풀 시간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는 선제공격이 미군의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이 전쟁하는 방식은 적이 공격해 와야 비로소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Sonne 2018).
문제는 북한의 보복 없이 국지타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코피 전략’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북한이 비합리적이고 무자비한 정권이라 억지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행
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김정은의 최우선 관심사
는 정권의 생존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북한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는, 다시 말해 북한이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모순된 가정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
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ing 2018). 차기 주한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철회된
빅터 차 교수는 섣부른 코피 전략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큰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대북 선제공격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피 전략이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미국의 결의를 김정은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희망이 논리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빅터 차의 주장이다. 만일 선제타격 없이는 김정은을 억제할 수 없다면 김정은
이 코피 전략에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또 만일 김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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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하며 비합리적이라면 확전의 상승곡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대비는 하되 더욱 강력하고 지속
적인 대북 압박정책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Cha 2018).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게 될 순간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저강도 핵무기, 혹은 전술핵 개발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상황에 맞게 사용가능한 전술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적의 도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로 대응하는 것은 핵 전면전을 초래해 인류 공멸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한 발 물러나 전쟁에서 지고 방위공약의
신뢰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핵무기에 중점을 둔 전통적
인 미국의 핵전략 하에서는 ‘자멸 아니면 항복(suicide or surrender)’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제한적 핵공격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낙후된
것들뿐이라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저강도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Kroenig 2018).
대북 예방 군사행동, 혹은 실제 사용가능한 저강도 핵무기의 추가 개발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더욱 유동적이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2018년 연두
교서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 지속을 공언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
사일 개발이 조만간 미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조장할 뿐”이라
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Trump 2018b).
점증하는 우려 속에 미 국무부는 ‘코피 전략’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갈등과 긴장의 불씨는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적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는 충분히 해야 한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맥락에
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즉, 북한의 핵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한국에 들여와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추고 한반도에서 상호 억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방이라는 것이다. 일단 쌍방 간에 핵억지력을 갖게 되면 힘의
균형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억지력을 갖춰야만, 핵을 보유한 북한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북한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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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 행사 동기를 없애어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전성훈 2018, 14).
물론 아직 우리의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란의 여지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외교적 옵션을 소진한 후에도 북한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
다면 한국도 결국은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비핵 옵션을 통한 북한 비핵화 전략에 우리의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

Ⅳ. 결론: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향후 국제정세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에도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에 대해 지구촌 각국은 여전히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특이한 리더이고, 그의 좌충우돌식 외교 행보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혼선과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동안 미국의 국격과 위상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다수 견해이다. 결국 미국의 영향력은 추락하고 중국의 부상을 촉진하는
역효과가 나고 있지만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는 혼란스런
상황이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런 언행은 계속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그것이 미국 혼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미 탈퇴한 TPP에도 조건만 맞으
면 복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강한 달러를 원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스티브 므누
신 재무장관의 달러 약세 옹호 발언을 뒤집기도 했다(Trump 2018a). 최근 화제가
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서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트럼
프 주니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폴 매너포트 등 3인방과 러시아 측 변호사의
회동이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백악관 내부의
혼란상도 드러나고 있다(Wolff 2018). 트럼프 시대는 미국 국내정치 못지않게 대외
정책 차원에서도 심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한국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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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비할 것인가?
첫째, 강대국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강대국 관계의 긴장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인도-퍼시픽 전략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과 대립은 안보는 물론 경제전쟁의 불똥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
아 국가들은 미중 패권싸움의 대리 경쟁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강대국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우리 외교와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미-일호-인 4각체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인도-퍼시픽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의 리스크는 물론 상호확증경제파괴(mutually
assured economic destruction)에도 대비하는 한편 신북방, 신남방으로 우리의
지경학적 경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주의 및 국제주의 퇴조에 대비하여 국제적 규범과 룰의 확립, 국제사회
의 공동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후
수립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및 자유주의 국제질
서의 약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가치와 규범, 룰과 표준을 세우려는 중견국 네트워킹, 소다자주의로 연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셋째, 트럼프가 몰고올 한미동맹의 결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야 한다.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FTA 재협상 등 동맹현안에 대한
관리와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세탁기와 자동차, 철강
분야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한미FTA 협정 개정을 주도했다. 협상을
앞두고는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동맹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향후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어떤 딜을 할
것인지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한국의 자강력 강화, 동맹간 소통기제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우리의 안보 자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의 유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핵무기에 관한
한 트럼프 NSS와 김정은 신년사는 정면충돌 코스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한반도 정세는 갑자기 봄을 맞는 듯하다. 하지만 스포츠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
계가 개선되고 비핵화 논의가 진전된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조성될 평화의 거품을 진정한 평화로 착각하고 전쟁의 공포를 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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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환각 상태에서 깨어날 때 겪어야 할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천영우 2018).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기회가 의미 있는 외교로 이어지기보다는
한미간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Manning 2018).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미풍으로 끝날지 한반도 해빙을 가져올 훈풍으로 이어질
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대표인 리선권은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
탄 로켓 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 대다수는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은 물론 “무자비한 핵 선제타격으로 서울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노동신문(2016년 10월)의 협박을 예사롭게 들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대응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감각
을 잃지 말아야 한다.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일시적인 남북
관계 개선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앞으로도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NSS 발간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런 미국의 행보와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혜안과 명민한 대응전략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국제정세를 묘사하는 내러티브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가장
중요한 화두는 냉전이었고,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행동하고 반응해왔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지구촌의 새로운
화두는 세계화가 거대담론의 핵심이었다. 브렉시트 같은 반세계화 움직임 이후
현재의 글로벌 스토리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쇠퇴가 지구촌 최대 트렌드라는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전후 구축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로부터 자기중심적인 고립 속으로 뒷걸
음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힘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자는 바로 중국
이다. 지난 70여년에 걸쳐 쌓아올린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파리드 자카리아 2018).
그러한 변화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지, 혹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지 선택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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