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for Future Warfare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117.(발간일: 2022.4.1.)

미래국방과 동맹외교의 국제정치1)
정성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미중 경쟁과 동맹의 변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시대를 출범시켰다. 미국과 동맹은 오커스(AKUS)의 창설, 민주주의
정상회의,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복귀’을 체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정치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
로 강대국 세력전이와 동맹전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실 동맹은 국방의 핵심 요
인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논쟁하는 대상이었다.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강과 동맹이 주목을 받은 이래 동맹의 형성·유지·종결은 각각 핵심 연구주제로 자
리 잡았다. 과연 동맹은 실제로 국제평화를 증진시키는가?2) 언제 자강이 아닌 동맹을 선택하여
안보증진을 꾀하는가?3) 민주동맹은 지속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쟁취하는
가?4)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가치와 기술을 공유하는 포괄적 동맹(망)의 부상은 새로
운 동맹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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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동맹연구는 안보 위협에 기반한 ‘현실주의 동맹론’과 민주주의 공유를 강조하는 ‘자유
주의 동맹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동맹론은 현재 부각되고 있는 동맹의 다층적 성
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제2차 대전이 끝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두 강대
국이 세계를 양분하면서 군사협력의 동반자와 동맹망을 구성하였다. 이후 소련과 사회주의 블록
이 붕괴한 후 미국의 동맹망은 더욱 확장되면서 민주주의 전파를 기치로 내걸기도 하였다. 이러
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위협과 이념이라는 상반된 변수를 강조한 동맹 연구가 꾸준히 진척된 것
이다. 하지만 글로벌 생산망과 기술동맹을 선도하는 미국이 동맹전략은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이 동지국가(like-minded states)를 규합하여 다차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상
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동맹정치 논의는 과거 미중 중심의 세력전이 논의보다 동맹의 자율성과 중요성을 강조
한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의 상대적 쇠락이 부각되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
망을 부추겼다. 실제로 2014년 구매력기준 GDP에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였다. 앨리슨
(Graham Allison)은 지배국과 상승국이 “투키디데스 함정,” 즉 “구조적 긴장” 속에 빠져서 충돌
에 이르는 경로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도록 할 수 있는
동맹을 “치명적 매력”(fatal attraction)이라고 경고하였다.5)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미
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에게 무임승차를 경고했다. 그러자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없
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국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이든 대통
령이 당선되면서 미국과 동맹 관계가 복원되면서 중국의 우방 만들기 행보도 바빠졌다.6)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확장되는 상황에서 두 강대국은 동맹을 자산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편 만들기’
경쟁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 경쟁과 동맹에 대한 논의를 동맹전이(alliance transition)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동맹전이론은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에 초점을 맞춘다. 즉, 두 강대국 간 힘
의 역전이 아니라 두 연합 간 힘의 역전이 전쟁의 발발을 낳는 핵심 변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7)
만약 지배국 혹은 상승국이 강력한 연합을 구성한다면 두 세력 간 충돌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
장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이들과 연대하는 국가들의 의지와 국력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8)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따른다면, 미국이 냉전기 형성한 동맹망을 유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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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화한다면, 과거 비동맹 노선을 유지했던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거나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
은 높지 않다. 하지만 현재 미중 양국은 동맹을 함정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며 안보·기술·가
치의 다차원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군사력 중심의 동맹망 형성이 아니라 역량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망이 부상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변환의 파도를 타고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갈 시점을 맞
이했다. 바이든 출범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혁신기술과 민주주의를 갖춘 국가들과 적극적 연대
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맹 전략 속에 기
술·경제 중견국들의 선택과 외교는 세계정치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한미
동맹과 북중동맹이 상호작용을 펼치면서 국제질서와 지역질서에 파급력을 행사하는 요충지이다.
코로나19로 세계질서의 전환을 앞둔 현재 기술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동맹은 어떠한 변화를
추동할 것인가? 이 글은 먼저 전통적 동맹론과 21세기 동맹정치의 간극을 확인한 후(2절), 미국
주도 동맹망의 등장과 위기를 살펴볼 것이다(3절). 이후 미국 대외전략을 살펴보면서 동맹 변환
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4절) 현재 한국이 마주한 도전들과 추구할 대외전략에 대하여 논의한
다(5절).

2. 전통적 동맹론과 21세기 동맹정치
그동안 국제정치학은 현실주의 동맹론과 자유주의 동맹론을 발전시켰다. 현실주의 동맹론은
‘위협 공유’(common threat)를 통해 동맹의 형성과 유지를 설명한다. 동맹 형성은 흔히 두 국가
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량을 결집하는 모델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역량결집
(capability aggregation)은 자율성-안보의 교환(tradeoff) 문제를 낳는다.9) 즉, 안보를 위해 동맹
을 체결하면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동맹국에 기지를 제공하거나 동맹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물론 동맹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자율성을 늘릴 수 있지만, 그러할 경우 동맹은 약화
되고 자국의 신뢰는 추락한다. 따라서 동맹결성은 안보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3자 위협을 공유하는 두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바로 동맹이다. 이러한 안보협력은
상호방어, 불가침조약, 군사협력 등을 포괄한다.
동맹 유지와 관련해 방기(abandonment)의 두려움과 연루(entrapment)의 두려움이 널리 강
조되었다.10) 일반적으로 동맹을 맺고 나면 동맹 파트너가 자국을 버릴 수 있거나 동맹 파트너의
8)

9)

Sung Chul Jung, "Lonely China, Popular United States: Power Transition and Alliance Politics in
Asia," Pacific Focus 33.2 (2018).
James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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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얽힐 수 있다는 상반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냉전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감행하자 한국은 방기에 대한 우려에 깊이 빠졌다.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은 아시
아 동맹국이 짊어질 짐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축소전략을 취할 경우 한국
이 추구할 안보전략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에게 연루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더
구나 민주주의 미동맹국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군대를 보낸다는 자국 내 비판으로 더욱 곤혹
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렇듯 전략적 이해의 충돌로 동맹은 때로 위기를 맞이하는 대상이었
다.
한편, 자유주의 동맹론은 가치와 제도의 공유에 초점을 맞춘 채 동맹 형성과 유지를 설명한
다. 1990년대 두 민주국가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기반으로 다수의 학자들
은 민주국가 간 동맹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민주동맹론의 핵심 주장은 민주 국가들은 서로
동맹을 잘 체결할 뿐 아니라 동맹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동맹신의를 지킨다는 것이다.11) 따
라서 동맹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공유(joint democracy)는 핵심 변수이다. 이러한
민주동맹의 특수성은 ‘민주 승리론’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민주국가
가 비민주국가에 비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민주국가가 누리는 몇
가지 이점들 중 하나가 든든한 동맹의 후원이라고 지적하였다.12)
이러한 민주동맹론의 영향으로 이념과 제도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13) 예를 들어,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유교를 공유하는 정치단위 간의 평화에
주목하거나 사회주의 혹은 독재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펼치는 관계에 대한 분석들이 등장한
것이다.14)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동맹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어떠한 속성을 공유하는지를 주
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동맹론이 동맹을 체결하는 국가들을 제외한 제3자의 위협을 강
Gle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대표적인 연구로는 Randolph M. Siverson and Juliann Emmons, "Birds of a Feather: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and Alliance Choices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5.2 (1991); William Reed, "Alliance Duration and Democracy: An Extension and
Cross-Validation of 'Democratic States and Commit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1997).
12) Dan Reiter and Allan C. Stam, Democracies at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Ajin Choi, "Democratic Synergy and Victory in War."
13) Brian Lai and Dan Reiter, "Democracy, Political Similarity, and International Alliances,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2 (2000).
14) Robert E. Kelly, "A ‘Confucian Long Peace’ in Pre-Western 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8.3 (2012); David C. Kang, "Hierarchy and Legitimacy in International
Systems: The Tribute System in Early Modern East Asia," Security Studies 19.4 (2010); Mark
Peceny, Caroline C. Beer, and Shannon Sanchez-Terry, "Dictatorial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200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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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점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동맹론은 상이한 시각을 제시하며 유지
되었지만 뚜렷한 논쟁을 촉발시키지는 않았다. 국제분쟁연구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간 패러
다임 간 경쟁이 자주 논쟁을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아스러운 지점이다.
최근 국제관계에서 동맹정치의 변환은 새로운 동맹론의 필요성을 높인다. 현재 국가들이 위
협을 공유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동맹론이 제공하는 설명에는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동맹론을 대표하는 월트(Stephen Walt)는 위협(threat)을 (1) 국력,
(2) 거리, (3) 공격 능력, (4) 공격 의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15)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즉, 상이한 이념과 제도에 기초하여 위협을 제시하면서 국내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과거 미국이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 연합의 촉구를 회상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
시아의 “샤프 파워”,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타(他)민주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민주국가들의 우려와 대응은 새로운 현상이다.16)
최근 호주의 뚜렷한 반중 노선으로의 전환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 미국 주도 동맹
망은 군사 역량을 결집할 뿐 아니라 기술과 생산망을 공유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전통적 방식의
군사협력 뿐 아니라 비군사 협력을 동맹관계를 핵심으로 삼으면서 포괄적 동맹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맹관계에서 위협공유와 역량결집의 새로운 형태는 기존 동맹론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3. 美동맹망의 등장과 위기: 자유연합의 부상과 경제의존의 약화
현재 미국이 포괄적 동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제도
에 기초한 위협공유와 기술·생산을 공유하는 역량결집은 그동안 미국 주도 동맹망의 변화를 추
적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냉전의 유산으로 수많은 동맹국을 거느린 미국은 자유주의
연합의 부상을 선도하였지만 동시에 그러한 자유연합 내 경제적 유대가 약화되는 변화를 막지는
못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공산진영에 대항한 자유진영을 구축하면 체제경쟁의 선봉에 섰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진영에 속한 미국의 동맹들이 모두 민주주의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15)
16)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Clive Hamilton and Mareike Ohlberg, Hidden Hand: Exposing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Reshaping the World (London: OneWorld, 2020); 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
"Sharp Power: Rising Authoritarian Influenc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December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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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독재자와 손잡는 미국 외교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제2차 대전기에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손잡았다면, 냉전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권위주의와 연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그라
들었다. 과거 권위주의 동맹들이 민주주의 동맹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1>은 Polity Score(+10: 최고 수준 민주주의, -10: 최고 수준 권위주의)를 통해 미국 동맹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전체 동맹국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1950년대부터 1980년
대까지 0점 이상 5점 이하 영역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부터 6점 이상의 수준을 보여준다. 일반
적으로 6점 혹은 7점 이상을 민주주의로 분류하기에 미국의 동맹들이 혼합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 역시 유사한 궤적을 그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1] 미국 동맹국의 민주주의 수준
출처: Formal Alliances v4.1; Polity5 2018 data

이렇듯 미국은 냉전 후반기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자유연합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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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이 유지한 경제유대는 약화되는 변화를 막지는 못했다. 아래 <그림2>는 미국과 동맹 간 경제
적 의존관계를 나타낸다. 두 국가의 무역량이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살펴볼 때 전체 미
(美)동맹들의 경제 의존도는 199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후 200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하지만 아시아 동맹들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의존도를 꾸준히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다른 아시아 동맹들 보다 미국 의존도는 높지만 유사한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미(美)동맹들의 민주화는 시작되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시기부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선도하는 연합이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는 변화가 20세기 후
반기에 진행되었다. 전후체제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부상이 진행되
자 정치적 자유화의 물결이 일어나며 글로벌 차원의 개방경제가 자리잡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2] 미국과 동맹 간 경제적 의존
출처: Formal Alliances v4.1; Historical Bilateral Trade and Gravity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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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면서 미국과 동맹 간 비대칭적 의존은
약화되었다. 1960년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한 미국 GDP의 비중은 1980년 25%로 줄어든
다. 이후 다소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에는 24%의 비중을 보여준다(<그림3> 참조).17) 사실
양차대전 이후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는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소련과 OPEC 국가들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쇠퇴론
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지만, 21세기 접어들어 미국과 반대로 중국의 경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
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시아 동맹들이 미국과 맺은 비대칭 의존관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4> 참조). <그림4>는 두 국가의 무역량이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나타내는데, 미국과 동맹들 간 비대칭성은 2000년
이후 낮아졌지만, 미국과 아시아 동맹들 간 비대칭성은 앞선 시기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약화되는 중국 경제의 부상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아직 경제규
모와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세계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미국의 위상은 약화되
고 있다. 조셉 나이(Joseph Nye)는 2002년 출판한 책에서 세계정치를 안보 측면에서 단극체제,
경제 측면에서 다극체제, 초국가관계 측면에서 무극체제로 규정한 바 있다.18) 21세기에 들어서
이미 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라는 다자가 주도하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
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투자협정(2010년)과 FTA(2011년)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위치권력을 뜻하는 중심성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19) 이렇듯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은 중국의 부상 속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잃고 있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들 역시 탈냉전기
중국 경제의 부상을 기회로 삼으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https://www.visualcapitalist.com/u-s-share-of-global-economy-over-time/
(검색일:
2021/12/6).
18) Joseph S. Nye,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39.
19) 김치욱, “미중관계와 아시아 투자 거버넌스의 동학,” 『한국정치학회보』 46.4 (2012); 김치욱, “네트
워크 이론으로 본 미-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쟁,” 『국제정치논총』 52.1 (20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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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50-2012
출처: Formal Alliances v4.1; Historical Bilateral Trade and Gravity Dataset

[그림4] 미국과 동맹 간 비대칭 의존
출처: Formal Alliances v4.1; Historical Bilateral Trade and Gravity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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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이념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며 동맹망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9·11 이후 이라크전
으로 실추된 미국의 이미지를 회복하면서 모범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전통
적인 양자동맹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동맹망을 건설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
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미국의 동맹들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과 자유주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의 추락을 예견한 전망
도 등장했지만 오바마 행정부2기 들어 미국경제가 회복하면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기반한 미국
외교는 동맹들의 호응 속에 세계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세계 곳곳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불완전한 강대국”(partial
power) 주장도 널리 받아들여졌다.20)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국내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자국우선주의”의 기치
를 내건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동맹전략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졌다. 무임승차를 경고하며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마주한 미국의 전통적 동맹들은 그들의 신뢰를 철회하기 시작
하였다. 동시에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미래를 이제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책임져야 할 필요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이 스스로 퇴장한 세계에서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종말을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 속에 미(美)동맹들이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미래 세계질서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주장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발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복귀를 선
언하면서 자유연합의 안정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지지와 동맹
협조를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만 분명한 것
은 미국이 안보·기술·가치를 연계한 포괄적 동맹망 구축에 나섰다는 점이다.

4. 미국의 대외전략과 동맹의 변환: 안보·기술·가치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유연합’을 추구하는 대외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는 자유연합과 기술동맹을 결합하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국내 노동자
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사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강대국
중심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미중 전면전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 대신 국지적 수
준에서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양국이 충돌할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중
국 양국이 과거 미국과 소련 관계와 달리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양

20)

데이비드 샴보, 박영준·홍승현 역, 『중국, 세계로 가다: 불완전한 강대국』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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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지도자 모두 충돌로 인한 심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양
국의 경쟁이 한층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여 국력 역전 현상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예방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선도영역을 중심으로 우위를 점하고 이를 통해 미중 경제력
격차를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중국압박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른바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개시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대중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주장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는 “위험한 합의”로 평가하지만,21) 중국을 견
제하여 자국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믿음은 미국 내에 널리 자리잡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이념
적·정치적 양극화로 위기에 봉착한 미국 사회에서 드문 합의점이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미국 지도부가 권위주의 위기론을 둘러싼 대립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성은 존재한다. 전세계 동맹·우방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을 줄기차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22)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 안
보협력을 뛰어넘어 가치와 기술까지 공유하는 포괄적 동맹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맹혁
신 비전은 지난 1년 동안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오커스 출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같은
다양한 동맹 협력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 호주와 유럽연합과
같은 미국의 오랜 동맹들을 핵심 구성원으로 하면서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공유하는 자유연합
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협력에서 중시하
는 군사훈련과 정보공유 뿐 아니라 기술보호와 규범제정과 같은 노력들을 이들 국가들과 함께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3월 미국-일본-호주-일본 쿼드 정
상회담의 공통발표문의 제목이 “쿼드의 영혼”(The Spirit of the Quad)인 점은 상징하는 바가 크
다고 본다.23) 단순한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미국이 강조하는 기술우위는 세계경제의 역사 속에서 주도국의 운명을 좌우했다. 글
로벌 패권의 이동을 살펴보면, 기술혁신을 통해 선도분야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경제를 이끌면서
Bernie Sanders, "Washington's Dangerous New Consensus on China: Don't Start Another Cold
War,"
Foreign
Affairs
(June
17,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6-17/washingtons-dangerous-new-consensu
s-china (검색일: 2021/12/6).
22)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검색일: 2021/8/19).
23) White House,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March 12,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quad-leaders-joint-st
atement-the-spirit-of-the-quad/ (검색일: 2021/8/20).
21)

11/22

국제정치를 주도하였다.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 대표적이다. <표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를 선도한 국가들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소 상이한 국가들을 거명하지만 19세기부터 영
국과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강조하는 점은 영국과
미국이 석탄과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운송·정보·통신·우주 등
주요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이다.24)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21세기 세계 경제
패권국의 지위를 타국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4차산
업혁명과 관련해서 강조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을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강
조하며 주요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존재한다.25)

세기

월러스타인

길핀

모델스키와

킨들버거

매디슨

(1974)

(1975)

톰슨(1996)
북송

(1996)

(2001)
중국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합스부르크

포르투갈

도시국가들
포르투갈/

포르투갈

네덜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국I

프랑스

영국

10-11

남송

11-12

제노아

13
14
15-16
17
18
19
20

영국

영국

영국II

영국

영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표1] 세계경제 선도국
출처: William Thompson and Leila Zakhirova. 2019. Racing to the Top: How Energy Fuels Systemic
Leadership in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able 2.1(p. 19)
24)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Columbia: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25)

White House,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June 202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6/100-day-supply-chain-review-report.p
df (검색일: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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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혁신에 기초한 자유연합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 시기부터 등장하였다. 미국
내 정파적 이해와 이념적 입장을 넘어선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2020년 10월 신
미국안보연구소(CNAS)의

“Common

Code:

An

Alliance

Framework

for

Democratic

Technology Policy”를 발표하며 13가지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26)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민주
주의 10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기술동맹을 통해 공급망 확보, 기술보호와 투자확보, 국제
규범과 기준 마련 등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 것이다.

핵심 구성원들과 기술동맹을 체결하라(네덜란드,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 EU).
다른 국가와 조직과 협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핵심 구성원들을 적절히 늘릴 계획을 세워라.
비공식 조직을 만들어 조직 건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하라.
우선 합의에 기초한 1인1표제로 시작하라.
반드시 멀티스테이크홀더(산업, NGO, 과학·기술 조직, 학계)가 동맹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정기 모임(특히 실무자들과 스테이크홀더 간)을 개최하라.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라.
핵심 기술을 보호하라.
새로운 투자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온전한 국제표준설정 체제를 되찾아라.
기술사용에 대한 규범과 가치를 명문화하라.
기술선도 민주국가들(tech-leading democracies) 간 다자협력이 가능한 다른 기술정책영역
의 전체 내용들을 평가하라.

한편, 같은 해 2월 美조지타운대학 안보·신흥기술센터(CSET)는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항하
기 위해 미국은 "신속하고 유연한 동맹"(agile alliances)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27) 이 보고서
Marijin Rasser et al., "Common Code: An Alliance Framework for Democratic Technology
Policy: A Technology Alliance Project Report,"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October
2
0
2
0
)
https://s3.us-east-1.amazonaws.com/files.cnas.org/documents/Common-Code-An-Alliance-Frame
work-for-Democratic-Technology-Policy-1.pdf?mtime=20201020174236&focal=none (검색일:
2021/8/20).
27) Andrew Imbrie et al., "Agile Alliances: How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Can Deliver a
Democratic Way of AI,"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February 2020)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agile-alliances/ (검색일: 2021/9/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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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방어·연계·투사 전략을 제시하면서 개별 계획에 따른 적합한 파트너 국
가들을 거명하였다([표2] 참조). 한국은 하드웨어 요충지,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 인적자본 개발에
있어서 최적 파트너로 지목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하
여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망 공동 구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협력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한국
을 기술선도 민주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하고 기술혁신과 생산망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기술·경제협력의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의 동맹혁신 계
획에 주요 파트너로 한국이 포함된 것은 명확하다.
전략

계획

최적 동반자

Strategy

Initiative

Optimal Partners

1. 민감한 기술 정보의 유출 차단Prevent the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

transfer of sensitive technical information
2. 투자 검열 과정의 조정Coordinate investment

스, 호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screening procedures.
3. 하드웨어 요충지의

hardware

이탈리아, 일본
타이완, 한국, 일본, 이스라엘,

chokepoints.
4. 非민감 데이터의 나눔·공유·저장Share, pool,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

and store non-sensitive datasets.
5. 프라이버시 보존형 기계학습에 투자Invest in

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독일, 호주, 일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6. 상호운용성과 기민성을 갖춘 소프트웨어의 개발

본, 영국

방어
Defend

연계
Network

투사
Project

Promote

interoperability

활용Exploit

and

agile

software

development
7.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협력과제의 개시Launch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탈
리아, 일본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

an AI R&D collaboration challenge.
8. 인공지능을 위한 연계된 인적 자본의 개발

국, 네덜란드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

Develop inter-allied human capital for AI.
9.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규범과 표준의 형성

다, 한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Shape global norms and standards for AI.
10. 다층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의 구축Establish

싱가포르, 일본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아일

a multilateral digital infrastructure network.

랜드, 캐나다

[표2] AI 시대 미국의 대응 전략과 과제
출처: Imbrie et al.(2020), iv-viii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한편,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를 제시하면서 자국 중심의 권위주의망 건서설을 이미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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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미국은 중국을 경제·이념·안보의 도전자로 지칭하고28) 자유민주
주의의 연대를 역설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보다 유사국가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디지
털 실크로드는 제3세계 국가들과 디지털기술의 상호의존과 기술연대를 핵심으로 삼으면서 첨단
기술 글로벌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29)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성과인 ‘일대일로 국제과
학조직연맹(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Organizations)’에는 전세계 주요 개발도상국이 참
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헝가리, 케냐, 네팔, 태국 등의 기관이 이사회를 구
성하였다.30)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글로벌전략이 유의미한 역량을 갖춘 동맹과 우방을 규합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중러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동남아 국
가들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권위주의의 선두인 중국이 권위주의
정권들에 국내 통제 기법을 전수하면서 경제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
다. 미국과 유사하게 중국 역시 자국 편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을 염두한 미국의 동맹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현재로서 인권과 기
술 보호를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제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을 위한 대외전략은
곧 중국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주요 물자의 중국 수출을 가로막는 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국제제재가 얼마큼 동맹과 우방의 호응 속에서 다자형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중장
기적으로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를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의 도입을 금할 것을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동맹들과 즉각적 반응과 실행 여부는 상이했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정보 유출로 인한 안보위협
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은 신장지역 인권탄압에 쓰이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할
조치를 민주국가들과 함께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백악관은 2021년 말 신장 상품을 수입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31) 이러한 미국의 중국 압박은 동맹과 우방으로 하여금 제재 동참
이라는 선택을 두고 고민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제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인 반면에, 1985년 이

White House, “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
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검색일: 2020/6/25).
29) 차정미,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기술혁신'과 '기술동맹' 경쟁을 중심으로,"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 Foresight 3호 (2021년 8월 12일).
30) 차정미,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31) "미국, 인권침해 악용 기술 수출 통제 나서...중국 겨냥," 『매일경제』 2021년 12월 3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2/1113909/ (검색일: 2021/12/6); 강지원, "미 바이든,
신장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법안 서명...중국 '강렬히 분개,'" 『한국일보』 (2021년 12월 2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5280004413?did=NA (검색일: 2022/3/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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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드물었다. 2021년 Global Sanctions Database
(https://www.globalsanctionsdatabase.com/)에 따르면, 미국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10개국, 최대 44개국, 2013년 이후 약 28개국에 대한 무역(수출, 수입)제재를 부가하였다 (<그
림5> 참조). 그 중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는 ‘완전 수출입제재’(1950-1972년), ‘부분 수출제
재’(1973-1985년, 1993-1994년), ‘부분 수출입제재’(2017-2019년)의 형태로 실행된 바 있다.
냉전 종식과 천안문 사태 이후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을 제외하고 198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가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중국 무역제재 현황은 중국과 주요국·이웃국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상호의존망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 여부가 몰고 올 여파가 작지 않으리라 예상
된다.

[그림5] 무역제재, 1950-2019
출처: 2021 Global Sanctions Database

이처럼 기술혁신과 경제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동맹전략은 국방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군사동맹은 이제 안보·기술·가치를 공유하는 포괄동맹으로 전환을 이
루고 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국방에 기초한 대외전략이 지닌 한계는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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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력으로 영토를 위협하는 세력일 뿐 아니라 약탈적 행위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기반을 흔드는 도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망을 구
축하고 수출입 통제를 오랜 동맹들에게 요구하며 화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냉전 초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연상시킨다. 미국은 냉전 초기 동유럽과 서유럽 간 무역을 중
단시키며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는데 이는 일정 부분 영국을 포함한 동맹들의 반발과 희생을
유발시켰다.32) 그렇다면 글로벌 상호의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을 주변화시키는 전략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안보·가치·기술을 연계한 포괄적 동맹망이 성공을 거둘 것인가? 우선 선
진경제를 일군 민주국가들이 공유하는 권위주의 위협인식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아
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과 팽창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2010년대 후반부터 급증했다. 미국과 주요 우방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하여 외
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대규모 경제 및 금융제재를 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과 경제력을 활용하여 자국내 주요세력을 감시하고 억압할 뿐 아니라
타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민주사회의 반발
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망에 대한 미국 동맹국내 지지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동맹들의 신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세력을 설
득하여 일정한 지지 속에 글로벌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하였을 때 아시아 국가들의 반
응은 미온적이었다. 미국이 투여하기로 한 자원과 지원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얼마큼 공공재를 제공하는지는 더욱 중요해
졌다. 한편, 중국 내부 역시 중요하다. 시진핑의 일대일로가 점차 약탈적 성격을 지닌 대외전략으
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외부의 불만과 우려를 고려한 중국 대외
전략의 변화가 없다면 미국 중심의 동맹망의 응집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2)

김동혁, “소련과 서방 사이 통상 관계 변화를 통해서 본 냉전에 대한 재고찰, 1947-1957,” 『인문과
학연구』 4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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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글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동맹망과 국방환경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과제를 직
면하고 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이 주도하는 자유연합의 일원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문제를
두고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유연합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홍콩과 대만, 신장, 항행의 자유 등이 대표적 이슈들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문제에서 이익과 가치의 충돌을 어
떻게 예견하고 대비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입장을 국내 논의와 토론을 도출한 이후 국
제사회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미국이 추구하는 기술·경제망이 우리 이익의 단기적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중
국의 보복이 다양한 형태로 가해질 경우 우리의 경제적 이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미국 주도의 자유연합에 참여하여 기여를 하면서 우리의 몫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진취적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정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
서 모든 보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면서 미
국과 협력의 우리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현실화하는 노력이 시작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가 당면한 글로벌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이겨나갈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국제협력이 안보와 경제에 치중하면서 양자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현재 우리가 맞대하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한미동맹을 위시한 양자협력
모델의 한계는 더욱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활용한 위기 극복과 국력 증진을
고민하고 주도할 주체와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어떠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인지, 어떠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뭉친 다자협력을 선
도할지에 대한 창의적 제안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렇듯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한 우리는 국방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발맞춘 위협규정과 역량결
집이 요구된다. 우리 동맹과 우방과 더불어 무엇을 위협으로 바라보며, 무엇을 결집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6> 참조). 본 연구가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새로운
동맹망을 짜고 있다. 안보·가치·기술을 공유하는 다자 동맹망의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
한 흐름 속에 우리 스스로 위협을 구성하고 역량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조율해야 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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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력이 규정하는 위협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그들이 요구하는 역량을 수동적으로 제공한다면
약소국 동맹 파트너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6] 위협규정과 역량결집

향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구도가 부상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세계질서의 공동건축자로 자
리매김해야 한다. 지난 쿼드 플러스와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둘러싼 국내 논쟁은 전략적 모호성
의 유효성에 대한 고민의 연장이다. 이제는 그러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익과 위협
을 구체화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과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미중 경쟁으로
두 강대국이 제안하고 제시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의 중심을
찾아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다수의 민주주의 중견국들은 유사한 고민 속에서 자국
대외전략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들과 더불어 연대하면서 국내합의에 기반한 대외전략을 마
련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슬픈 한반도의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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