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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
실성과 불안정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주변 4
강 모두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
아 지역의 역학구도는 미･중간 힘의 경쟁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경쟁에 따라 동아
시아의 역학구도는 G2시대 형성 하에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과 아울러 일본 및 러시아가 포
함된 동아시아 G2+2 또는 G4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학구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능력,
의지, 개입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트럼
프 집권 이후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의 역학구
도에서 한국이 힘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인 요
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힘은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
리를 내는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의 위협에 대
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
할 수 있는 견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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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제사회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국이 협력 하에 공동의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양국관계를 의미하는 G2시대를 개막하
였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해 미국이 포위전략
을 통해 대응함에 따라 미･중간 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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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8년 1월 美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미국의 시대’를 언급하였으며,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또는 패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2017년 12월 19일 모든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한 집권
기간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와 ‘전략적 경쟁국
(Strategic Competitor)’으로 지목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對中노선이
한층 더 강경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
회 개막 연설에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며,
“2035년부터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부강한 민주문명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종합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선도적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2050
년까지 세계 일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폐막 연설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것은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
고 강조한 가운데 2050년에 중국굴기(中國崛起)를 완성하여 미국을 뛰어넘어 ‘팍스
차이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3월 20일
폐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인 장기집권 체제’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함
에 따라 힘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미･중간의 힘의 경쟁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제사회는 ‘스트
롱맨(strong man)’ 및 ‘자국 우선주의’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현상을 반영
하듯이 미･중･일･러 4개국 지도자들 모두 자국 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강대국(Great
Power)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1차적인 힘의 경쟁은 미･중간
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경쟁은 G2시대 형성 하에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거나 또는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하 G2시대 형성으
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위상에 걸맞은 변화된 역학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2차적인 힘의 경쟁은 미･중 양국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 및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간의 힘의 경쟁이 ‘우군 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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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외교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6일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으
며, 이는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부상을 본격적으로 견제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중간의 힘의 경쟁은 동맹･우방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들의 활동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들이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한 축으로서 위상을 확립한다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오늘날 G2시대는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
G2+2(여기에서 ‘+2’는 일본･러시아를 의미함) 또는 G4시대(G4 era in East Asia)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폴 케네디(Paul Michael Kennedy)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가 1988년 출간한 강
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은 강대국 흥망을 ‘경제력’과
‘군사력’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면
서 경제 성장에 치중한 국가들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은 경제력, 군사력 등의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강화하고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변 강대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힘은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곧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능력, 의지, 개입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3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은 능력(capability)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하드파워(Hard Power)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소프트파
워(Soft Power) 역시 미국이 힘을 기반으로 일방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요건은 의지(will)로서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지막 요건인
개입(intervention)은 실제로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역학구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러한 힘(능력, 의지, 개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
이전 형성된 G2시대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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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경쟁에서 주변 4강의 경우 능력, 의지, 개입의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학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G2시대 하 미국의 패권유지,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 동아시아 G2+2 또는
G4시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학구도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시대가 도래하든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집권 이후 힘의 경쟁시대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
도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의 특징
1. 힘의 개념 변화 : 하드파워의 중요성 부각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제1국정운영 원칙으로 ‘미국 우선
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고,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외
교정책의 중심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힘’(Strength)은 ‘국력’(National
Power)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국가가 강제적이든 평화적이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얻어 자국의 정책과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국가목
표와 비전을 실현해내는 ‘국가능력(National Cap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국력은 현실적으로 국가목표 또는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능력을 국제관계의 역학적 관점에서 힘이라고 할 수 있다(국방대
학교, 2005, p. 16).
여기에서 힘은 하드파워(hard power, 강성권력)와 소프트파워(soft power, 연성
권력)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드파워의 경우 동맹관계와 경쟁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안보위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동맹관계에서 우위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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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이후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관계의 우위성을 기반으로 동맹국으로서
이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비교적 쉽게 경제적 실리를 달성하고 있다(백
병선, 2017a, p. 414). 또한 강력한 군사력의 경우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자발
적으로 경제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또한 경제력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억제의 역할과 함께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UN의 기능을
부정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외원조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주요
안보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UN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2017년 5월 25일 NATO에 대해 방위비 GDP 2% 증액을 요구하는 등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17
년 한반도 THAAD 배치에 따라 한국을 압박하는 등 자국의 강한 경제력을 자국의
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및 견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다.3) 다음의 <표 1>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보복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무역전쟁도 불사한
다는 발언 및 중국이 북핵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
함에 따라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자발적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100
일간 대중 수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11월 미･중 정상
회담에서는 2,500억 달러(280조원 상당)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2018년 3월
22일, 미국은 對中 무역제재에 대한 내용의 ‘스페셜 301조’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
이 즉각 무역보복을 실시하면서 갈등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중 간의 무역전쟁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18년 5월 19일, 미･중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농산물･에너지 수출량을 증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사
항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협상대표단을 파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여 미･중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폭 감축 목표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
인지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등으로 인해 이번 합의가 갈등 봉합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발적 요구를 위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여기에서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보복조치를 신속히 행할 수 있도
록 명시된 특별법을 말한다.
2) 유엔은 193개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내는 분담금과 자발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 운용되며,
2016년 기준 유엔의 정규예산 54억 달러 중 24%, 유엔평화유지활동 예산 78억 달러 중
28.5%, 유엔난민기구도 40억 달러 중 37.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예산삭감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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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보복 사례 현황
구 분

2001. 4
일본

분 쟁 사 례

일본,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
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100% 특별과세 부과

2010. 9 센카쿠열도 분쟁
(중국명 : 댜오위다오)
2012. 9

필리핀 2000. 2
베트남 2014. 6

남중국해 영토분쟁

2000. 6 한국,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한국

2015.11

중국의 보복조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관련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중국 정부의 일본 관광 제한 촉구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수
중국 내 베트남 기업 사업 입찰 중지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
제재
-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 전 방위
보복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
=0000334661(검색일: 2017. 9. 19)의 내용을 일부 편집.
2016. 7 한반도 美 THAAD 배치 결정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이 자국 중심의 일방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하드파워는 강화된 반면에 소프트파워는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4) 이는 곧 미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 자국
중심의 일방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할 경우 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미･중 사이에서 두 국가를 저울질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하드파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하드파워 중심의 대외전략은 오히려 이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는 인도･태
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정치･경제･안보적 차원에서 협력국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17, p. 4).

3)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무역전쟁’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력은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http://www.
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48(검색일: 2018. 4. 16)
4) https://www.smh.com.au/opinion/loss-of-us-soft-power-the-hard-reality-of-trumps-first-year20180119-h0ky28.html(검색일: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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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맹관계의 변화 : 냉전시대로의 회귀
일반적으로 동맹은 동맹 참여국 상호간의 문제에 관하여 협력을 전제로 안보위협
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능력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월퍼스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동맹을 자국의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으
로 생각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동맹은 2개 이상의 주권국가들 사이의 상호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정의하였다(Arnold Wolfters, 1968, p. 268). 구체적으로
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은 미･소 중심의 양진영이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함에 따라
동맹관계는 미･소 양국이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동맹의 경계가 실선과 같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지만 G2시대는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의 확대로 인해 미･중의
구심력이 약화되어 점선과 같이 동맹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백
병선, 2017a, p. 27). 다음의 <그림 1>은 냉전시대와 G2시대의 동맹관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냉전시대 및 G2시대 동맹관계 변화 비교
[냉전시대]

[G2시대]

※ 출처 : 백병선, 2017a, p. 27.

그러나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간의 힘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동
맹･우방국을 확대함에 따라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처럼 동맹 간의 경계가 뚜렷해지
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집권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관계
는 냉전과 G2시대의 특성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2015년의 경우 한･중
관계는 ‘중국 경사론(傾斜論)’의 해였다면 2016년부터는 대중외교 실패론이 제기되
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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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이후 역내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미･중과 역내
국가들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G2시대와 트럼프 집권 이후 국가 간의 동맹관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G2시대와 트럼프 집권 이후 동맹관계 비교
[G2시대]

[트럼프 집권 이후]

3. 미･중 중심의 세력 확대 : 동맹관계 강화 및 우호･협력국가 확대
일반적으로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외부 위협에 직면할 경우 균형이나 편승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며, 여기에서 균형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고, 편승은 위협의 근원이 되는 세력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결국
동맹과 편승의 형성의 근원은 바로 위협과 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과
세력은 동맹의 형성이론인 위협균형이론과 세력균형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
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협과 세력의 중심은 G2시대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중 양국이며, 역내 역학구도 및 안보환경의 변화는 이들 간의 경쟁이자 이들
간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이 역내질
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있으며, 중국과 해양분쟁 중인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5) 반면에 중국에 편승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로서
중국의 해양팽창을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국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중국을
5) 경향신문. (2017. 11. 7). “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중국 겨냥 새 ‘아시아 정책’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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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가이익을 확대하는 국가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
중을 중심으로 뚜렷한 세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간의 동맹과 협력의
강도는 자국의 국가이익 및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왈트는 동맹을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주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이라고 정의하였다(Stephen M. Walt, 1987, p.12).
이러한 정의는 국가 간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 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협력 또는
우호적인 관계, 구체적으로 상호간의 묵시적 이해나 군사훈련 등을 통한 비공식적
인 국가관계가 공식적인 동맹과 유사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 간 협력 또는 우호적인 국가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곧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미･중간 힘의 경쟁은 이들 간의 경쟁이자 두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이후 미･중간의 힘의 경쟁이
‘우군 확보’라는 치열한 외교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
다.6)
결국 트럼프 집권 이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경쟁시
대로서, 여기에서 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의 동맹 또는 우호･협력 국가
들을 통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중 양국의 경우 혼자의 힘만으로
는 서로를 완벽히 제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동맹관계 강화 및 우호･협력국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국가안
보전략(NSS)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확산과 항행
의 자유 등을 기치로 한 동맹･협력국가를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은 2018년 1월 31일, 중국駐在 외국사절단･국제기구대표를 위한 ’18년 새해 리셉션
을 개최한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며, ‘친성혜용(親誠惠容, 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여 해택
을 주고 포용한다)’의 자세로 주변국과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7)

6) 중앙일보. (2017. 11. 7). “‘인도 태평양 전략’에 발끈한 中 “美가 더 괴로워질 것” 경고.”
7) http://korean.cri.cn/1660/2018/01/31/1s253304.htm(검색일: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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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트럼프 집권 이후 주변 4강의 힘의 변화
1. 능력의 영역 : 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은 전함을 대신해 해전의 주력 전투함이자 현대
해군의 상징이 되었으며,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상대국을 견제
및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2017년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군 지휘부의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의 승선 연설에서 현재 미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공모함을 12척으로 증강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을 건설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항모 탑재용 스텔스
전투기 F-35C의 경우 총 273대가 도입되는 가운데 Nimitz급 항모를 모함으로 2021
년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8) 또한 수상전투함의 경우 해군의 목표인 함정 308척
보다 14%나 더 많은 350척 체제를 구축하고,9) 공격잠수함은 48척에서 66척으로
증강하는 등 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백병선, 2017a, p. 60).
이에 반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자 2030년
까지 핵추진이 포함된 항공모함 4척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중국이 4개의 항모전단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힘의

8) 공군용 F-35A 및 해병대용 F-35B는 ’17년 실전 배치 완료했으며, F-35C의 경우 ’21년부터
日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하는 제5항모비행단에도 배치될 예정이다. F-35C는 항공모함 함재
기로 개발된 형상으로 항모에서 이･착륙하는 특성을 고려해 F-35A/B보다 날개가 크고(양력
大)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9) 2017년 10월 8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싱크탱크로 평가받는｢美 해리티지재단｣의 美 군사
력을 평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능력은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정체 혹은 약화되어
美 핵심이익 수호에 필요한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향후 미군이
두 개 지역 주요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투함정의 경우 70여 척을 증강
한 346척 보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중동 등에서의 고
조되는 안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美 해군이 항모 12척을 포함한 355척 함정 체제의 필요
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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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0) 특히 중국은 미국의 F-35와 닮은 스텔스
전투기 J-31을 개발 중에 있으며, 동 스텔스기의 경우 중국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11) 또한 중국은 1991년부터 신형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을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2016년에만 함정 20척을 건조할 정도
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2) 이와 아울러 중국은 美 이지스함 대비 동등 또는
유사한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055형 구축함을 총 8척 이상 건조할 계획이며,
‘림 구동 펌프제트 엔진13)을 사용해 095형 SSBN(Ballistic missile submarine)의 소음
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전력은 항모전단을 구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
일본은 항모형 헬기탑재 호위함(DDH)의 4척 체제를 완성한 가운데 현재 이즈모
급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Izumo, 1번함)’와 ‘카가(Kaga, 2번함)’을 항모로 개조하여
2020년 작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5)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미 도입을 결정한 F-35A 중에서 일부를 도입하거나 또는 별도로 F-35B
20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6) 그리고 러시아는 과거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였으나 현재는 쿠즈네초프(5번함) 단 1척만을 운용 중인 가운데 2005년에
2017년 취역을 목표로 2〜4척의 신형 항공모함 건초 계획을 발표하였다.17) 그러나
10) 2018년 2월 기준 미국의 항공모함 운용은 전개 3척, 대기 6척, 정비 2척이며, 7함대 작전해
역에 전개된 미 해군의 주요 전력은 항모 2척(칼빈슨함, 레이건함)과 강습상륙함 2척(와스
프함, 본험 리처드함)이다. 이외에도 항모 2척(스테니스함, 트루먼함)이 美 동부 및 서부해
역에서 훈련 중으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가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
나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패권으로 추구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항모
전단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11) http://chinafocus.co.kr/view.php?no=7487(검색일: 2017. 12.15)
12)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chinareport/pdf/china_report_JP_web_2016_A01.
pdf(검색일: 2016. 10. 10)
13) ‘림 구동 펌프제트 엔진(Rim Driven Pump Jet)’는 둥근 원통 모양의 전기 모터 내부에서
회전 날개를 돌려 추진력을 마드는 방식이며, 축이 없고 물거품을 적게 만들어 기존 엔진
보다 훨씬 조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4) 랴오닝함 항모전단은 구축함 3척, 호위함 3척, 종합보급선 1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사일 순양함을 제외하면 미국과 서방의 항모전단 구성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5) 일본의 항모형 헬기탑재 호위함(DDH)의 경우 IISS에서 발행하는 ｢Military Balance｣에서
는 이즈모급 및 휴가(Hyuga)급 모두 항공모함(Aircraft Carrier･CVH)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독도함은 항공모함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IISS, 2017, p. 300)
16) 한겨레. (2017. 12. 25). “일, 항모용 전투기 F-35B 도입 검토.”
17) 과거 구소련의 항공모함 매각 현황으로 1번 키예프(중국으로 매각, 해상공원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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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시아 제재, 유가 하락 등의 경제난으로 인해 신형 항공모함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2015년에 10만 톤급 신형 항공모함 4척을 2030년
에 배치하겠다는 계획과 2017년에는 근시일내 항공모함 6척을 동시에 건조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2월 러시아 국방부 함정연구소 소장은 신형 항모
건조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신형 항공모함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18)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냉전종식 이후에도 국방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비경쟁이 이루어졌으며,19) 주변 4강은 해･공군력을 중
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6, p. 13). 특히
항공모함의 경우 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서, 이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국가의
대외정책, 외교력 등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주변 4강의 힘의 경쟁은 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국가의 대외전략 수행에 대한 의지와 실제 개입에 가장 근간이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지의 영역 :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 확대 및 유지
조셉 나이(Joseph Samuel Nye, Jr.)는 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에서 힘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이러
한 능력을 ‘지배력’과 ‘흡수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배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도록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흡수력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Joseph S, 1990, p. 185). 여기에서

2번함 민스크(한국으로 매각 후 중국으로 재매각, 해상공원으로 운용), 3번함 노보로시스
크(한국으로 매각, 고철분해), 4번함 고르쉬코프(인도로 매각, 항모로 운용 중), 6번함 바랴
크(중국으로 매각, 랴오닝함으로 개조 및 운용 중) 등이 있다.
18) 신형 항공모함의 건조 비판론은 크림반도와 시리아 사태에 따른 지상 전력의 증강 필요
및 경제난에 따른 건조비용 과다(척당 56억불, 6.3조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찬성론은
現 항공모함의 노후화로 대체 전력이 시급하며, 해군 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신형 항
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 https://www.sipri.org/research/armament-and-disarmament/arms-transfers-and-militaryspending/military-expenditure(검색일: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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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란 국가들이 어떠한 힘을 기반으로 대외전략을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
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주변 4강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대외전략은 외교･경
제･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변 강대국들과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국가 간의 힘의 경쟁 과정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백병선, 2017b, pp. 49-55).
또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힘의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으며, 힘의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들의 등장은 곧 힘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변 4강 지도자들의
권력기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
년 3월 20일 폐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
사위원회 주석에 재선돼 당･군･정의 권력 모두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국가주석직
연임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는 개헌에 성공함으로써 ‘1인 장기집권 체제’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
였다.2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8년 4선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총 24년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는 등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1차적 위협으로
지목된 중･러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위한 권력기반을 확립하였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내부적으로 탄핵론이 제기되는 등 4년 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 6월 8일 CNN의 여론조사
결과 34%로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성추문
스캔들 등 끊임없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관세폭탄 선언, 북한과의 정상회담 발표
등 전격적이고도 강경한 무역･외교 정책으로 2018년 2월 6일 CNN의 여론조사
결과 42%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1)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을 위한 무역･외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의 리더십과 권력기반은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
이와 반해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참의원선거(2013/2016년),
20)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5004635(검색일: 2018. 3. 25)
2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4017002&wlog_tag3=naver(검
색일: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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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선거(2014/2017년)에서 모두 승리함에 따라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자신
의 주장을 실현할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학원 스캔들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함
에 따라 ‘아베’식 강력한 대외전략에 대한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22) 또한
아베 총리는 2018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총리 연임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만약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최근 2개의 사학재단 관련 스캔들과 자위대의 보고서 은폐와 관련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포스트 아베’의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수석부 간사장 및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차기 총리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23)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트럼프 집권 이후 힘의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으며, 힘의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의 등장은
곧 힘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힘의 경쟁시
대를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연임이 불투명한 아베
총리의 경우 그들이 차기 지도자가 되느냐와 함께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들
이 트럼프와 아베의 리더십과 대외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차원에서 미･일 양국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러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기반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이들 역시 강력
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입의 영역 :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개입 확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개입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힘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22) 한국국제문제연구원, “일본 총선, 연립여당 자민당･공명당의 압승,” 國際問題 제48권 11
호(2017), pp.8-23.
23) http://imnews.imbc.com/news/2018/world/article/4585409_22675.html(검색일: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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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요 안보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이해관계가 필요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다양한 안보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주변 4강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간 힘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한 이후 유럽으로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일･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주변 4강이 견제 및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안보현안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갈등･해양분쟁･방공식별구역 등이며, 이들
지역의 경우 바다이거나 자국의 영토 이외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주변 4강은 해양
투사능력과 원양 작전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백병선, 2017c, p. 149) 이러한 군사
력의 강화는 주변 4강의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점차 높여 주고
있으며, 또한 주변 4강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력기반 역시 이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주변 4강의 주요 현안들
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주변 4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해관계
구 분

주 요 내 용

북한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핵･미사일 vs. 비핵화

해양갈등

공역갈등

주요 개입국가

북･중･러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vs 한･미･일 중･일 군사력 확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중, 남중국해 내수화
vs. 미, 항행의 자유)

미 vs 중

센카쿠열도(다오위댜오)

중 vs 미･일

이어도

한 vs 중

독도

한 vs 일

북방 4개 도서

러 vs 일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한 vs 중
한 vs 일
중 vs 일

방공식별구역

기 타

“중, 일대일로 vs
미,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
下 전개 예상
도전국가(중국)
도전국가(일본)
중국의 해양팽창에 따른
갈등 심화 가능
한･중･일 3국의 주장구역에
이어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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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협회 선정 ｢2018년도 예방 우선순위(Preventive Priorities Survey)｣에
따르면 1등급 위협 요소에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인접 국가들이 연루된 군사적
충돌,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관련국 간 무력 충돌 등이 있으며, 2등급
위협 요소에는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의 무력 충돌 등이 포함되는 등 동아시아
문제들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4)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
서는 주요 현안들로 인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주변 4강들의 힘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힘의 경쟁은 개별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세력 또는 동맹 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복잡한 역학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Ⅳ.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1. G2시대 형성 하 미국의 패권유지 : 한미동맹 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 과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냉전시대, 일초다강시대, G2시대를 거치는 동안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통해서 패권(Hegemony)을 장악하여 왔다. 여기에서 패권
이란 국제관계에서 통상 한 국가에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자 한 국가에 집중된 힘의 우위(Preponderance of Power)로서 행태적 힘의 양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권은 국력의 일반적 지표로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이 여러 국가에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국 또는 단극체제
를 기본 전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국방대학교, 2005, p. 62).
과거 이러한 패권을 가진 국가는 3가지 유형으로 패권을 사용해 왔으며, 첫째는
강한 패권적 국력을 이용하여 타국을 점령하거나 이를 하나의 영토 및 정치체계로

24) https://www.cfr.org/report/preventive-priorities-survey-2018(검색일: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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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것으로서 과거 로마제국, 오토만제국, 스페인제국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국방대학교, 2005, p. 6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상에서의 영토변경
이 제한됨에 따라 최근에는 해양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해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어 연안국들에
의해 주장되는 과도한 해상요구25)를 저지하기 위해 주로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
시아, 이란과 관련된 페르시아 만, 베네수엘라 등 카리브 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pp. 171-172).
두 번째는 패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한 가운데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미국의 윌슨
(Woodrow Wilson) 대통령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거부하고 비참여적 패권국으로
남아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이러한 고립주의는 국제연맹의
약화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는 주장들이 제기되
고 있다(국방대학교, 2005, p. 63). 이와 같이 패권국가의 고립주의는 또 다른 강력
한 힘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 추진함에 따라 결국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대선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 등을 주장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전략이 과거 윌슨 대통령의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취임 후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선회하였다.
세 번째는 패권을 가진 국가가 그에 걸맞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서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안정성을 추구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체제를 형성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였다
(국방대학교, 2005, p. 63).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제1 국정운영 원칙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하고, ‘힘을 통한 평화가 외교 정책
의 중심’이라고 규정하는 등 개입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힘의 상징인 ‘미
군사력의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을 국정기조로 발표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개입주의식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백병선, 2017a, p. 36).
25) 여기에는 연안국들의 12해리를 초과하는 영해 선언, 자의적 직선기선 수립, 자국법 제정/선
포를 통한 타국 군함의 무해통항 저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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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미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미국의
시대’를 선언하였으며, 여기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국의 시대’는 2017년 12월에 발
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서 구체화 할 수 있다.26) 동 전략서에서는
미국의 4대 사활적 국가이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양한 위협들로부
터 미국 국민, 본토, 생활방식 등을 보호하는 가운데 3대 위협(불량국가, 수정주의
국가, 非비국 단체)에 대해서는 우위의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지속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미국의 시대’는 우위의
힘을 기반으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패권국의 3가지 유형 중에서 패권을 가진 국가가 그에 걸맞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패권국가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27)
또한, 동 전략서는 점증하는 정치･경제･군사적 경쟁시대에 미국은 3대 위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칭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국가 중심의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지역질서 재편을 추구”한다면
서 ‘전략적 경쟁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1월 20일, 국방전략서(ND
S)28)에서는 수정주의 국가들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1차적 위협으로
명시하는 등 미국과 수정주의 국가들 간의 힘의 경쟁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8, pp. 2-3).
26) 국가안보전략서는 국방개혁법안인｢골드워터･니콜스法｣(1986년 제정)에 의거 대통령이 의
회에 제출해야하는 정기 보고서로서 발간 초기(1980년대 말∼1990년대)에는 거의 매년 작
성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4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다. 동 전략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고, 국가안보에 긴요한 국익･목표, 대외정책, 국제공약, 국방
역량 등을 종합 기술하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안보관련 최상위 문서이다.
27)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보여준 일방주의적 대외전략, 특히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압적 방식으로 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대국에 걸맞는 지
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될 만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국방전략서는 美 국가안보전략(NSS, ’17.12월)에서 명시된 ‘國家利益’을 실현하기 위한 국
방분야의 청사진이자 美 합참 군사전략서(NMS) 등 하위 기획문서의 작성 지침을 제공한
다. 동 문서는 ‘골드워터-니콜스 재건(Goldwater-Nichols Reconstruction) 法(1986)’에 의거
해 원칙적으로 4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비 감축 논쟁
으로 발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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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의지’와 ‘개입’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개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트럼
프 대통령의 취임 후 일련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힘을 강화시키는
순환구조로 되어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의 경우 미국의 경제력 회복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하고,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역시 미국의 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G2시대 형성 하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시대는 미국
이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과정으로서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속적인 역할 확대와 외교･경제･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인 양보를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시대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
며,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차별적으로 한국에게 지속적인 양보와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공유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서 한국에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9) 미국은 패권을 추구함에 따라 그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러에 대한 도전
을 가장 우선시하여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은 국방전략서에서 중･러
양국을 1차 위협 요인으로 명시하였다.30)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인도･태
29) 2017년 기준 대미 무역 흑자의 경우 중국은 2,760억 달러(+13%)로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666억 달러(3.1%)로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79억 달러로서 지난해에 비해 무려 23.2%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6년 미국의
10대 교역 대상국 중 흑자를 가장 큰 폭으로 줄인 것에 해당하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 개정 협상은 일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 https://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검색일: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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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은 미･일간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인식을 공유하
고 있으나 중･러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서 한국은 중･러에
대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공유된 위협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 중인 가운데 남중국해 해양분
쟁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나,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남중국해 주변국
을 대상으로 연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공세적인 방향
으로 선회함으로써 동맹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31) 반면에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
를 확대하고 있으나 중･러가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
계를 중심으로 구매가 예상되는 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굳건함
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도 병행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재형성 :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응능력 확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패권이란 상대적 절대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힘이 여러
국가에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힘이 두 개의 국가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 이 국가가
공동으로 패권을 구축하는 것을 이원패권체제(Bi-Gemony)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측면에서 냉전기간 중 미국의 패권은 세계 전체에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
진영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국방대학교, 2005, p. 62). 이러한 측면
에서 냉전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를 구분 짓는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것은 G2시대가
미･중 양국이 균등한 관계가 아닌 차별적인 관계를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는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냉전시대처럼 소련과 같은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를 구분 짓는
경계선이 사라짐에 따라 중국이 추진하는 신형대국관계는 지역･경제･외교･군사적
차원에서 패권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1) 조선일보. (2017. 3. 15). “일본의 최대 ‘헬기 항모’, 남중국해 휘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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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대외전략 추진에 따른 리더십의 공백을 기회 삼아 포용과
상생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신형국제
관계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신형대국관계는 미･중 힘의 경쟁시대의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신형국제관계는 트럼프 집권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추진 과정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5월 기존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북극항로를 추가하였으
며,32) 북극해의 경우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측면에
서 중국의 북극 진출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최대의 해･공군 복합기지인 괌 기지
인근 해역에 탐지범위가 1,000㎞ 넘는 첨단 수중탐지 장치를 운용한다는 것과 아프
리카에 이어 남태평양도 군사기지화 한다는 것은 중국이 기존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패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3)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의지’는 ‘능력’의 측면에서 점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이어가
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 이전에 미국을 넘고 2050년에
는 미국의 1.4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따라 중국의 다양한 양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2016년 대비 13%가 증가한 2,7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는 것은 중국의 경제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본 중국의 GDP 규모는 2016년에 이미 미국을 앞섰으며,
2018년 경제 전망도 6%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4)
또한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중국은 군 장비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을 해･공군에
32) https://maplecroft.com/portfolio/new-analysis/2017/06/29/chinas-belt-road-one-initiativemanyquestions/(검색일: 2017. 9. 1)
33) http://news.joins.com/article/22310102(검색일: 2018. 1. 24)
34) 이태환, “2018년 한중관계 발전 전망,” 군사저널, Vol. 141(2017.12),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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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시키는 가운데 1990년대 초부터 연 2척 이상의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를 건조
하고 있으며,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6년에만 함정 20척을 건조할 정도로
해군력 건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1월 미 CRS Report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대 전반기 미 해군 전력의 60~70% 수준을 확보하고, 10년 내(2023
년) 역내 미국의 군사우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0~2025년에는 역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2020년까지 중국의 군함
건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중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군력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5)
그러나 중국이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하드 파워는 미국 다음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프트파워의 경우 하드 파워에 비해 낮게 평가를 받는다면
측면에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전략을 추진
하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6) 구체적으로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판다(panda)와 드래곤(dragon)이 있으며, 중국은 자국에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증정하는 판다외교를 하고 있다.
판다의 경우 초식동물이라는 점에서 판다외교는 중국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미지
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서양에서의 드래곤은 흉악한 존재로서 공격
성을 상징하며,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37)
따라서 중국이 그들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힘을 강화하
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대국(大國)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하드파워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프트파워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중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중에서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것인지에 따라 중국의
대외전략 추진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외전략 추진 방식
35)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걸어온 길, 함께 갈 길(계룡 : 해군본부, 2014), pp.62-63.
36) 중국의 종합국력 순위는 미국(69.15)에 이어 2위(54.73)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드파워의
경우 미국(44.05)에 이어 2위(32.98)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소프트 파워의 경우 미국은
1위(25.10)를 유지하는 반면에 중국은 7위(21.75)로서 하드파워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
다. http://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13&num=2999
(검색일: 2015. 3. 4)
37) 해사학보. (2017. 7. 14). “중국은 판다인가, 드래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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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래곤’의 면모를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당정 개정안에 ‘시진핑’과 ‘사상’이라는 문구가 모두 들어감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위상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진핑 1인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기존 국제질서 개편 시도를
위해 “떨쳐 일어나 할 일은 한다”는 분발유위(奮發有爲)의 대외전략을 채택한 가운
데 ‘드래곤’의 모습을 보여 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국몽 달성을 위한 중국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백병선, 2017a, p. 63).
둘째, ‘판다외교’식 평화주의 대외전략을 통해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
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천명한 이후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중국의 부(富)는 군사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이어
졌다. 중국의 성장에 대해 “중국의 부상” 또는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었으며, 국제
사회가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백병선, 2011d, p. 126).38) 이를 위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일방주의 대외전략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감을 역이용하여 신형국제관계
에 따라 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한국전략문제연구
소, 2017, p.174).
셋째,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안에 따라 판다 또는 드래곤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역외 사안에 대해서는 판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역내 사안에 대해서는 드래곤의 모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은 자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드래곤의 모습을 보이
38) 중국의 부상 또는 위협론과 관련하여 미･중간의 대결 가능성을 전망한 연구들로는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 Alfred A.
Knopf, 1997).; Bill Gertz, The China Threat : How the People’s Republic Targets America
(Washington D.C. : Gergnery, 2000);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3); David C. Gompert et al., China on the Move: A Franco-

American Analysis of Emerging Chinese Strategic Policies and Their Consequences for
Transatlantic Relation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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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반도 THAAD 배치, 남중국해･센카쿠열도 분쟁 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하는 판다의 모습을 보이되 자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드래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힘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39)
따라서 중국의 대외전략 추진 방식은 하드파워에 기반을 둘 경우 강력한 하드
파워에 기반을 둔 자국 중심형 대외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중국의 힘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자국 중심형 대외전략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반면에 소프트파워
강화에 중점을 둘 경우 우호･협력 국가들을 확대하는 노력들이 지속될 것이나 역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평화주의적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국의 안보와
국익에 직결될 경우 하드 파워에 기반을 둔 자국 중심형 대외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은 중국의 대외전략 수행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해 중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의 <그림 3>은 중국의 대외전략 수행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 중국의 대외전략 수행 방식
하드 파워

하드 파워 기반의
자국 중심형 대외전략
하드 파워 기반 & 소프트파워
강화형 대외전략

소프트파워 강화형
대외전략
소프트파워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G2시
대 하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다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한･중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외교･경
39) 해사학보. (2017. 7. 14). “중국은 판다인가, 드래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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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군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의
경쟁에서 전략적 선택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안보는 미국에 비중을 두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THAAD 배치 시
중국의 보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전략은 하드 파워에 기반을 둔 자국 중심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이 미･중간 경쟁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 균형외교를 수행한다
는 것은 일관된 대외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감내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안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의미에서는 중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
로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능력,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포함하여 외교･경제･군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될 것이다.

3. 동아시아 G2+2 또는 G4시대 형성 :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개입 확대
동아시아 G2+2 또는 G4시대는 미･중의 힘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단 기간 내 이러한 시대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 수준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미･중
의 힘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아시아 역학구도
의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미･중이 대외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일･러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고 견제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의 경우 기존의 국제질서를 수용하기 보다는 자국에게 유리
하게 변경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2017년 11월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지원 하 일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이 2017년 8월 8일 공식 발표한 2017년 방위백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더욱 엄중히 평가하여 최대 위협으로 부각시키면서 방위정책의 정당성과
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0)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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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와 동･남중국해에서의 해상활동 증가를 새롭게 전망한 가운데 힘을 기반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핵･탄도미
사일의 개발 및 운용능력 향상’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은 이러
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3월 新안보법제 시행 이후의 자위대 활동 상황
을 최초로 기술하였으며, 중국의 해상활동 영역 확대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자위대 전력 증강 및 임무･역할 확대를 통해 자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1)
러시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에 명시된 것처럼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1차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NATO 동맹을 약화시키면서
동유럽과 중동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각축을 벌이고, 역내 군비 경쟁이 격화된
틈을 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무기 판매를 매개로 옛 소련 시절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동남아시아의 진출은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2) 특히 러시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기간에 약 19조 루블(약 6,300억 달러)을 투입해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국가 차원
프로그램인 ‘국가무장계획’(State Armament Program 2020 : SAP 2020)을 강력하
4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74301&code=61111111&cp=nv(검색
일: 2015. 7. 22)
41) 특히 일본은 중국의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부대를 양
적, 질적 차원에서 증강시키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 2017년도 예산에 신형 잠수함 건조 항
목을 포함시켰으며, 양적 측면에서는 방위계획대강에 따라 2017년도에 제6잠수대를 신설
함으로써 5개 체제에서 6개 체제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에는 방위계획대
강에서 정한 22척 체제가 완성될 전망이다. 또한 2017년 12월 26일, 일본 방위성은 신형
상륙강습함을 건조하는 방안 및 도입 예정인 F-35A 42대 중 일부를 F-35B로 변경하는 계
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년까지 F-35B 운용을 위한 Izumo급 호위함 개조를 완료할 경우
중국에 이어 세계 11번째 항모 보유국이 된다.
42)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에 따라 미 해군이 점증하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려고 2함대를 7년 만에 부활시켰다. 미 해군 2함대의 부활로 인해
북대서양에서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
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NATO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대서양과 발틱해, 북극해에서 해
군 초계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잠수함 활동도 냉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언급하는 등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http://www.bbc.com/news/
world-us-canada-44014761(검색일: 2018.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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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진하는 등 자국의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국전략문제연구
소, 2017, p. 31).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간 힘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늘날 이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이들의 힘의 경쟁은 동맹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G4시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중에게 자국
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강대국 수준의 힘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동아시
아 국가들과의 협력적 우호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미･중에게 자국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이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
구도는 G2시대의 중심인 미･중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미･중간 힘의 경쟁에
대한 결과는 과연 누구의 힘이 더 강한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세력이 더 큰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집권
이후 동아시아 역학구도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강한 동맹 또는 우호적인
국가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서 일･러는 그들의 세력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미･중에게 자국의 필요성을 인식
시킴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만약 일･러가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경우 미･중･일･러 4개국은 자국중심의 대외전략을 강력하
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동아시아 역학구도에서 한 축으로서 위상을 확립한다는 것은 많은
역내 국가들이 일본의 우호･협력국이 확대된다는 것이며, 이는 곧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 간의 가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新북방정책’에 추가하여 아세안 10개국과의 관계를 주변 4강의 수준으로 격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新남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다.43) 특히 新북방정책 및 新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이 북극해와 남중국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 수행은 해양력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일본의 경우 한국과
43) 세계일보. (2017. 11. 10). “‘3P전략<사람･평화･번영>’으로 경제 영토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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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일본보다 약한 해군력
을 보유한 한국을 지원하여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보다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해양분쟁에도 대비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주변 4강 모두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시작된 힘의 경쟁시대는 주변 4강 지도자들의 권력기
반이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 간의 힘의 경쟁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도자들은 등장은 곧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다른 지도자들로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힘의 경쟁은 지속될 가능
성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는 미･중간 경쟁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경쟁에 따라 동아시아 역학구도는 G2시대
형성 하에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 일본
과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 G2+2 또는 G4시대(G4 era in East Asia)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는 힘의 변화라
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힘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동맹･우방국의 힘으로서
주변 강대국의 동맹･우방국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힘의 경쟁시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결정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트럼프 집권 이후 예상되
는 3가지 유형의 동아시아 역학구도에서 한국이 힘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
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힘은 의지, 능력, 개입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 한국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집권 이후 동아시아 역학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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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견제력을 무엇보다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이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의지과 개입은 다름 아닌 바로 힘에 기반을
두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힘을 갖추는 노력과 병행하여 동맹 및 우방국
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관계를 주변 4강의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권의 新북방정책 및 新남방정책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 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힘의 경쟁시대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힘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곧 한국과 주변 4강과의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동시에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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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pects of East Asia Dynamics in the Era of
Power Competition and Korea’s Response
Focus on the Requirement for Rtrength in the Era of Power Competition
Byung Sun Baek
Since Trump came to power, th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of security environment
have increased and all four neighboring powers are strongly pursuing for nationalcentered foreign strategies. The dynamics of East Asia has resulted in a deepening
of power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Following this power competition,
East Asia’s dynamics are likely to remain in the hegemony of the U.S. under
the G2 era, the establishment of the G2 era under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which China claims, the East Asia G2+2 or the G4 including Japan
and Russia in East Asia. The main reason for this change in the dynamics of
East Asia can be found in the change of ability, will and intervention. In the
three dynamic types created after Trump came to power,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power and position. Specifically, South Korea’s strength is to speak
properly on major security issues. This means not only deterrent power against
North Korea’s threats, but also that it should be equipped with restraining
influence against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Keywords: G2 Era, Power Competition, Requirement for Strength, Deterrent Power,
Restraining Influ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