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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특징과 도전’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9일(화),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 특징과 도전”
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 방향을 (1) 이란 핵합의 복원, (2) 민
주주의와 동맹 가치 강조, (3) 아브라함 협정 지지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도전 요인과 향
후 전망을 다루고 있다. 장지향 박사는 이란 급진 강경파의 장악력 강화, 역내 미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
의 모범국 부재,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향한 팔레스타인의 반발로 인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중동정책
은 빠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장 박사는 이에 더해 러시아의 영향력 부상,
러시아-이란-중국의 반미 국가 연대 강화 역시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장지향 박사는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도처에 포진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와 민주
주의 원칙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우리의 중동정책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시대 중동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 강조 정책은 우리의 대중동 중견국 외
교와 같은 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자무대에서 한미 양국의 가치외교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분야이
기도 하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한미 공조는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란 핵합의가 북핵 협상에 주는 함의를 고려해서 이란 핵개발 포기의 분명
한 원칙이 미-이란 간 복원 협상에서 관철되도록 중동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우리의 중견국 외교를 활
발히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장지향 박사는 바이든 정부의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지지는 우리가 진행하는 UAE의 개혁개방 프로젝
트 협력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UAE는 최근 수소경제를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에서 우
리와 경협을 적극 추진 중이고, 2020년 12월 한-이스라엘 FTA가 3년만에 타결되어 2021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스라엘-UAE 3국 간 신산업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
든 정부의 중동정책 기조가 역내 미국의 역할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랍-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에 협력해 중동 질서 안정에 기여하면서 한미 공조에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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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
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