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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근래의 세계질서 변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국제정치적 현상을 ‘新냉전(New Cold War)’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또 다

른 이들은 일대 변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총체적 난국(Perfect Storm)이란 용어 역시 사용하

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의 국제질서는 다양한 특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각에서 현대의 국제관계 

를 바라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요 국가(dominant power)들의 자국 이기주의와 

일방주의의 강화, 국제기구의 형해화,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 등일 것

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 일은 현 상황의 평가와 미래 예측을 위

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그 방향과 속성을 쉽게 가늠하기가 힘든 국제질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

해 2015년부터 “아산국제정세전망” 보고서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를 설정해 왔습니다. 전략적 불

신(2015), 뉴노멀(2016), 리셋(2017), 비자유주의 국제질서(2018), 한국의 선택(2019), 신 

지정학(2020), 혼돈의 시대(2021) 등이 지금까지 연구원이 다루었던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

은 서로 다른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모습과 그 함축성,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가와 지역의 선택을 입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려는 고심을 담고 있

습니다.

2022년의 주제로 선정된 ‘재건(rebuilding)’ 역시 이러한 고심을 담고 선택된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은 주요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 거리두기는 심화되었고,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감염병 관리라는 국내정치적 문제에 집중

하기 위해 기후변화나 사이버 안보와 같은 세계 공통 이슈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던 것도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역시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가 2021년에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2022년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제 세계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에서 언택

트와 컨택트가 병행된 국제관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은 일상 복귀 

시대에 맞추어 자신들이 주창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더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를 외치며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고, 중국 역시 공산당 창당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 3기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더욱 강하게 설파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일부 쟁점과 지역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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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기 나름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부심할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가치와 체제 

면에서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미중 전략경쟁 내에서 유럽의 길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역 강자들의 세력 확장 경쟁은 각 지역에서의 기회와 도전요인을 동

시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2년의 세계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2021년의 반복일까요, 아

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예고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확대된 경쟁 영역과 더욱 복잡해

진 지정학 구도는 국제질서의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은 이제 어

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2년의 전략과 정세는 다양한 의문을 야기합니다. 우리나

라가 위치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수많은 전략적 계산들이 서로 뒤얽히거나 충돌할 것이며, 이

로 인해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우려되는 유

럽, 아프가니스탄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중근동 정세의 불안정, 대만해협에서의 양안 간, 미중 

간 갈등 증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은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는 한반

도일 것이며, 우리는 안보 현실과 전략환경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

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우리 연구원 차원의 해답을 구하기 위한 노력의 집약입니다. 이 보고서

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국내외적 논의를 위한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

니다. 끝으로,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부 및 외부의 저자 여러분과 실

무자들의 노고와 열성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한승주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06

총론: 국제질서 재건을 둘러싼 경쟁

2021년과 2022년의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신종코로나바

이러스(COVID-19)’라는 두 가지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국가 간 연결(coupling) 속

의 단절(decoupling)이라는 현상이 심화되고, 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갈등과 대립이 

증대되어 불안과 혼돈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중 전략경쟁은 주요 국가들의 경쟁적인 국제

질서 재건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질서 재건의 방향성이 서로 달랐고, 자

기중심의 국제질서가 지니는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의 상흔(傷痕)을 치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세

계대전 이후 구축되었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재건하려 하면서도 여기에 ‘가치’와 

‘체제’의 경쟁을 접목하였다.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움직임을 수정주의

(revisionist)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으면서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가

진 기존 체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

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의 해를 맞아 ‘샤오캉(小康)’ 사회의 실현 등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의 업적을 강조하고 ‘공동부유(共同富有)’ 등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전진을 다짐했다. 즉,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중국식 모델을 내세운 것이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역에서는 중국의 질서 구축 움직임에 동참하는 한편, 미국이 떠난 

중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부활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1. 취임식 연설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의 시진핑 중국 주석

출처: Reuters, 연합뉴스.

COVID-19는 이러한 재건 과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그 재건의 방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했다. 2020년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 발원지 책임 논쟁은 미국과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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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서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었지만, 

동시에 COVID-19가 불러온 국제적 거리두기 상황은 경쟁이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는 것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각 국가들의 경쟁적 국제질서 재건 움직임의 방향성은 비교적 뚜렷했 

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불투명성 

은 (1)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의 미흡, (2)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 

는 질서 경쟁 속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 (3) 어떤 국제질서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각 국가들의 고민으로 인해 생겨났다.

■  2021년 평가: 혼돈의 시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무역 분쟁으로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2021년 바이든 정 

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점차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는 가치, 규범 그리고 체제 경쟁으로 비화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향 

후 국제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략적 경쟁 양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전략경쟁은 과거 미소 간 냉전시기와는 달리 경제적 상호의존성, 기후변화, 환경, 전염병 

등과 같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의 부상으로 인해 전면적인 충돌이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 

았다. 그러나, 3월 앵커리지 고위급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하면서도 탄소중립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 

을 추진하고,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에 추가하여 미국-영국-호주 간 3각동맹 ‘오커스 

(AUKUS)’를 출범하는 등 동맹과 우방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 

쟁 전선을 자유와 인권과 같은 가치, 자유주의적 질서 및 체제, 첨단 기술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서도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고자 했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를 초래할 수 있는 대만 문제 

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1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 

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21년을 하나의 100년 목표를 달성 

했다고 공표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와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중국은 아프리카, 중 

동,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러시아는 미국이 유엔(United Nations, UN)에 제출한 미얀마 군부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 

국과 보조를 같이하여 반대하면서도 중동과 근동 지역에서는 자체의 발언권 확보를 위해 부심하 

였다.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중국, 이란, 탈레반 대표 

단 등 10개국 안보대화를 열고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러시아는 2021년 중 이라크에 원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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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 이란에  ‘스푸트니크V’ 백신 공급, 러시아-터키 간 협의 채널 유지 등을 통해 중근동 지역에 

러시아의 역할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2014년에 있었던 크

림반도 합병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함으로써 유럽 지역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확대를 견제하고 동시에 동유럽에서의 전통적 영

향력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2021년 말 러시아는 기존 7만 명에 더하여 국경지

역에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자기 방식’의 강조는 그 이전까지 공통의 관심사였던 

영역들에 대해서도 국가 간 공조망을 약화시켰다. 또한, 주요 국가 간 전략경쟁 속에서 누구도 

권위 있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UN 등의 국제기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

가 계속되었다. 이는 북한 핵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중

심으로 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며 한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가시켰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활

공체(Hypersonic Gliding Vehicle, HGV), 수중 및 지상발사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이라는 5대 

과업을 제시했고, 이 중에서 전술핵무기, 극초음속활공체, 고체연료 엔진, 수중발사 전략무기 개

발에서 진전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초래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맹과 우방국들의 관심과 협력,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

변국들의 협력, 나아가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1년 이들 국가와 국제기구는 북

핵 문제에 큰 관심과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를 마치고 4월 말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골자로 하는 대

북정책을 발표했으나,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만을 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지

지하면서,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협력하였다.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가 1인 지배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 혹은 지역 패권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 세력 

대 전체주의 세력이 경쟁하고 대립하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국제적 노력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21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인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들의 정책 방향을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2021년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군의 아프간 철군,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이 사건들은 2022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손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

라, 미군의 철수 이후 지속되는 아프간 내정의 불안과 테러의 발생으로 중근동 지역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지난 8월 탈레반의 카불 지역 탈환 이후 주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알 카에다와 이슬

람국가(Islamic State, IS) 대원들이 아프간으로 대거 운집했고, 이는 하부 조직원들의 극단화와 

함께 탈레반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 10월 아프간에서 잇단 자살테러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억압적 주민통제, 인권유린, 폭탄테러 등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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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군사적으로 중국의 무력시위는 빈

도와 강도가 증가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응하여 대만 근역에서의 해공군 활동을 증가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일본과 호주다. 역외 국가인 영국, 독

일이 해상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은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고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로 2021년 11월 초 중국은 약 200대로 구성된 대규모 전투비행단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에 진입시켰으며, 11월 말에는 중국 핵잠수함이 대만 인근에 출현하여 이를 미군 초계기가 추적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1

북한의 동향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북한은 총 8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

행했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유지하였지만, 한반도를 겨냥한 핵전력을 집중 발전시키고 있음

을 암시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을 역으로 이용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

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화의 길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해서 보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한

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였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친

소 반란세력을 지원하는 한편, NATO에 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왔다. 2021년 11월 26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쿠데타 기도세력을 적발하

였음을 밝히고, 12월에는 미 언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이 지역에

서의 긴장 역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2

한편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과학기술 분

야에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왔던 공급망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구

축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상호의존

성으로 인해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일정 수준의 분

리를 통해 상대방의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동맹이다.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 나타난 2021년의 정세는 한마디로 ‘가중된 혼란’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가 더 안전

하고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국제기구는 분쟁의 해결이나 

규범의 위반에 대해 별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총체적인 혼돈의 시대가 나타난 것이다.

1. “Chinese submarine’s alleged surprise show highlights risk of the unexpected at sea,” CNN, December 

3, 2021.

2. “Russia planning massive military offensive against Ukraine involving 175,000 troops, U.S. intelligence 

warns,”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3, 2021.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10

■  2022년 전망: 국제적 일상 회복 속에서 격화될 재건 경쟁

세계가 COVID-19의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2022년 주요 국가들의 자기중심적 

국제질서 재건 경쟁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또한, COVID-19로 인한 국제적 거리두기 속에서 

위축되고 변형되었던 국제관계 역시 중요한 재건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적 지도력 회

복을 위한 관여의 부담을 동맹국들과 분담하는 한편, 군사적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미중 전략경

쟁 구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다만, 강경정책 일변도보다는 新안보 영역에서는 일부 협력적 자

세를 견지하면서도 쿼드나 오커스 같은 협력체제를 활용하고 오커스와 유사한 새로운 소다자협

력체제 구축을 통해 다층적인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 것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에서의 철군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가져올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에 유의하면서 국내 반중 분위기를 고려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없는 한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의 

문은 열어 두는 접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안보, 경제는 물론 인권 문제

와 대만 문제를 통해 압박을 지속하면서 대중국 연대의 확장과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을 계기로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

이며, 대외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들과 국제적 연대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특히 중근동의 권위

주의 국가들과 대테러 연대와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 협력을 통하여 중국

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 아프간 사태 이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대만해협 

등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미국의 동맹외교에 대응하고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 할 가

능성도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러시아의 반응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강대국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왔다.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 

국가 간의 합의를 강조하는 푸틴의 정책은 결국 미중 전략경쟁에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확보하고

자 하는 러시아의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지정학, 세계적 에너지 수급, 그리

고 첨단기술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레버리지를 확장하려 할 것이며, 이는 미중 전략경쟁

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일본 역시 2021년 11월의 중의원 선거를 통해 집권 기반을 다진 기시다 내각하에서 자신들

의 운신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22년에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구상을 가시화할 것이다.

북한은 강력한 시장 통제와 기강 확립을 위한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대중화를 통해 대북제재

의 여파를 극복하고 대미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북한의 딜레

마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심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국 본토공격 방어 능력에 자

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여건에 따라 2021년에 추구한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을 확대하거나 혹

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의 긴박감을 높이려 할 것이다.

유럽은 이미 2021년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나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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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제시하는 질서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

지한 채 유럽의 역할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미국과 중국의 질서 재건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

리를 반영하고, 그로 인해 유럽의 구상과 이익이 반영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

한 유럽의 움직임은 2022년에 들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색

깔의 정책이 추구될 수 있지만,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차원에서는 되도록 통일된 방

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고

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이 아세안 전체보다는 주요 국가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미

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쉽게 동참하지도, 그렇다고 중국 측에 기우는 행보를 보이지도 않는 

모호한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 역시 종래와는 달리 내부적인 결속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근동 지역 역시 격랑이 예상된다. 2021년 6월 새롭게 들어선 이스라엘 정부는 미 민주당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맺어진 ‘아브라함 협정(The Abraham Accords)’

의 연장선상에서 이란 강경파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력

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란은 미-이란 핵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미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다. 2022년 이 지역의 관건은 근동지역인데, 아프간에서 탈레반 지도부가 통제력을 잃고 정

국 불안이 빠르게 악화될 경우 인근 지역에서 과격주의자들의 활동이 더욱 거세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근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2022년 세계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회복되는 일상의 모습은 결코 과

거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등장한 백신 여권이나 백신 패스와 같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

던 증명서들이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의 유통 및 소비 구조 개편

도 지속되어 과거와는 다른 국제적 소비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침체 극복을 도모했던 양적 완화 조치들이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tapering) 등의 경제 문제

로 변모하게 되어, 세계 경제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기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을 외치는 가운데 나타나는 불가피한 혼

란은 과학기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디지털 규범(digital regulation), 디지털세(digital 

taxation), 데이터 자본주의(data capitalism), 기술권위주의(techno-authoritarianism) 등 신

기술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국제적 목소리 역시 거세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 전망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22년 정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1. 본격화될 재건 경쟁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구호

를 내세우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맹주로서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그 

결과 2022년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재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이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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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지지율은 42% 선으로 트럼프를 제외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에 비해 

뒤지고 있다.3 현재의 지지율대로라면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낙관하기 힘들고, 자칫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동력의 급격한 약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바이든은 이를 미중 전략경쟁을 통

해 타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 민주주의 등을 둘러싼 가치 

경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하며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서 지속적으로 핵심이익의 수호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할 것이다. 이것이 대만과 홍콩 문제,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문제 등과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의 군사 협력을 대만해협 등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미국의 동맹외교에 대응하고 미국에 대

한 억제력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와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일상 회복 시대의 주도권을 향한 각축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2022년 국제사회의 공통된 희망이자 목

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신의 보급 확산과 아울러 경구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해 신종 코

로나는 인류와 공존하고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접촉(contact)시대가 재

개된다는 것은 각 국가들의 상호의존 관계가 다시 긴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격리와 단절 시

대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국제질서의 주도권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세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서 누가 국제질서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불평등의 해소 문제이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 백신의 보급과 접종이 국가적, 지

역적인 격차를 갖게 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일상 회복에 있어서 부국과 빈국 간의 백신 접종 불

평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한 국가적 집단면역의 격차는 2022년 본격적인 국제 문제

로 대두될 것이다.

두 번째는 협력망의 조정과 재구성의 문제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일상 회복 시대에 접어든

다고 하더라도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 양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

으로 예상되며, 일종의 비접촉과 접촉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형이 될 것이다. COVID-19로 인해 

촉발된 국가 간 신뢰와 적당한 거리두기의 관행은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고, 이

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를 회생하고 발전을 모색하고자 모든 국가들이 노력할 것이며 국가 간 협

력망의 재구성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타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전략경쟁 속에

서 자국이 꿈꾸는 국제질서 속으로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3.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Gallup,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 Joe Biden”을 참조. (https://news.gallup.

com/poll/329384/presidential-approval-ratings-joe-biden.aspx).

https://news.gallup.com/poll/329384/presidential-approval-ratings-joe-biden.aspx
https://news.gallup.com/poll/329384/presidential-approval-ratings-joe-bide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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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믿을 만한 친구’의 선별

미국과 중국이 지향하는 국제질서가 재건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즉,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修辭)

의 지원이나 원칙의 천명을 넘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표방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운영해줄 협력자가 긴요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욕구는 협력대상을 

넓혀나가야 할 중국보다는 기존의 동맹/우방국들을 지키고 재구성해 나가야 할 미국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동맹과 우방국들의 기여나 효용을 점검하고, 신뢰성에 입각하여 동맹의 

등급을 분류하며, 이에 따라 호혜적인 안보 공약을 제공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동맹 분류’ 혹은 ‘믿을 만한 친구’를 선별하는 미국의 정책은 2022년에 더욱 뚜

렷해질 것이다.

그림 2. 미국, 호주, 영국 간의 3각동맹 오커스 발족 회의

출처: Reuters.

4. 확대되는 전장, 가중되는 혼란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 재건 움직임은 2021년 중 이미 다양한 전장(戰場)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2022년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연대의 확

장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인권과 지적재산권 절취(Intellectual property theft), 그리고 불공

정 무역과 항행의 자유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비판과 제

재 대상이 중국을 넘어 중국과 연대하는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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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홍콩 등에서의 정치적 탄압에 더하여 미얀마 등에 대한 정치외교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북

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에는 중심기술을 놓고 보다 세분화된 전략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각국은 기술 확보

를 위해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를 행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화, 배타적 

기술동맹 구축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러한 확대된 전장은 주요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제기할 수 있

다. 주요국 간 질서 재건의 방향성은 이미 보이지만, 그로 인해 어떠한 세계가 도래하고 어떠한 국

제질서가 자리잡게 될지, 그리고 그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에 대한 불투명성과 긴장감이 배가되는 것이 2022년의 특징이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영

국의 EU 탈퇴 이후 통합된 행위체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며, 미중 간 전략경쟁에 있

어서도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나타냈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정책과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작동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바라는 포괄적 안보보다는 전통적 안보 중심

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연루(entrapment)의 우려가 증대될 것이다.

5. 증폭되는 지역 불안정

2021년 중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각 지역에서의 불안정성 역시 2022년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고, 북한, 대만, 우크라이나가 그 주요 지역이 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미군이 떠난 아프간

의 불안정과 테러의 발생 및 확산도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와 긴장의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불안요인은 북한이다. 2021년 중 북한은 핵 및 재래식 전력 

증강이 지속됨을 시위하였고, 신형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

중시켰다. 2022년 중 북한이 ICBM 시험발사, 핵실험 등과 같은 전격적인 대미 전략도발을 선

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2021년도 미사일 도발이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예고한 핵무력 고도화 계획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2022년에도 핵무력 고도화 로드맵의 나머지 부분인 전략무

기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전략무기의 실험발사 대신 신형무기 공개를 통해 한

미 양국을 긴장시키는 수법을 써왔다.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일 열병식 때 ‘화성-16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해놓고도 실제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거의 정확히 1년 후 개최된 10월 

11일 무기 박람회 ‘자위 2021’에서도 다시 한번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하였다.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는 분명히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은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

지를 보내기 위해 지상 고체연료 ICBM을 노출시키거나 북극성 계량형 SLBM의 시험발사를 강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신형 ICBM의 발사시험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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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도 자제하고 대신 SLBM 테스트에 주력할 수도 있다.

북한은 대미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면서 남한에 대한 도발도 자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전략무기를 통한 무력시위만으로는 더욱 시급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

원에서 연평도나 휴전선에서의 포사격 등과 같은 충격 요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보다 

강도 높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11월 미국 중간

선거 사이에서 더욱 농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22년 대화보다 도발에 더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강화되고 있는 

내부통제이다. 이는 단순히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기강 확립 차원의 숙청과 탄압을 넘어 

사회와 경제 부문에 대한 탄압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은주의’로 대표되는 우상화와 사

회기강 확립, 그리고 장마당 탄압으로 발현된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게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COVID-19로 인한 방역조치와 장기 제재로 인해 파탄이 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

해서일 것이다. 즉, 북한이 장마당을 탄압하고 외부 정보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점은 

북한이 당분간 외부와의 관계 개선보다는 내부결속을 통한 외부와의 대립에 방점을 둘 것임을 강

하게 시사한다.

나.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 발발의 가능성

대만해협의 불안정성 증가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시진핑 정부는 2022년 20차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하며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 할 것이

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핵심이익의 수호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할 것이다. 이것이 대만

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2022년에 시진핑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대만에

게 대만의 독립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시진핑 3연임 및 ‘사회주의현대화강국

(社会主义现代化强国)’이라는 새로운 목표 추진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해협에

서 의도적인 군사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의 군사동향을 고려할 때, 중국

은 대만해협에 대한 회색지대(gray zone) 분쟁 전략, 대만 주변 해역 및 본섬에 대한 미사일 위

협 시위, 그리고 대만의 일부 섬 점령 등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2021년부

터 개정된 「해경법」(2021년 2월 발효)과 「해상교통안전법」(2021년 9월 발효)에 따라 대만해협

을 포함한 관할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해경과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외

국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무력 사용,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등 대만해협에서 회색지대 분쟁을 

추진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둥펑-11, 둥펑-15, 둥펑-16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BM) 등의 시험발사를 통해 대만 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미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량의 SRBM을 대만과 근접한 푸젠성과 광둥성에 배치하고 있다. 중국군

이 대만 주변 해역이나 대만 본섬 내 인구밀집지역 근처 야산 등을 목표로 미사일 타격을 가한다

면, 대만인들은 안보 위협을 느끼고 정부의 독립노선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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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극단적 형태는 점령이다.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일환으로 푸젠성 인근에서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편승한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하나

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 중국은 무력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먼다오(金
门岛)나 펑후열도(澎湖列岛)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중국군이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목표 섬 내 대만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타격을 실시한 후에 동부전구의 집단군이 상륙작전을 실

시한다면, 대만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군사력이 투사되기 전에 점령작전이 끝날 수도 있

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당분간 중국은 대중국 국제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이용한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중국몽 실현 시기가 2049년이기 때문에 대만과의 통일은 아직 시간적 여

유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역

내 개입을 방해하거나 내정 간섭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비난하거나 권위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해상과 공중에서 무력시위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러시아와 EU의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

유럽-러시아 관계는 긴장이 심화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무력침공 가능성도 증가할 것

이다. 2021년 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사 훈련 및 병력 증강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

고 있다. 특히 2022년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4

러시아는 전면적인 군사 침략에 앞서 군사력 증강 배치나 대규모 군사훈련 등과 같은 무력

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여 반러 정책의 추진을 제약하려 할 것이다. 또한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의 경우처럼 우선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계 분리주의 반군에게 대

대적인 군사지원을 하고, 분리독립을 선언한 이후 러시아군을 진군시켜 러시아로 편입하는 방안

을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마땅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

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와 러시아에 대

한 제재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 혹은 침공으로 인해 제2의 크림

반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 대 러시아 간 대립과 대치 상황을 심화시

킬 것이다.

라. 테러의 확산과 중근동 지역의 불안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이후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알 카에다, IS 대원들이 아프간

4. “Russia planning massive military offensive against Ukraine involving 175,000 troops, U.S. intelligence 

warns,”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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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 지하디스트의 해방구로 여기고 운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프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급진주의 및 극단주의 세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탈레반, 알 카에다, IS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탈레반 지도부는 디지털 플랫폼

을 이용한 하부 조직의 극단화 추세와 추종자 이탈에 따른 압박 아래 통제력을 잃어갈 것이고 이

는 수뇌부 분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때 가장 극단적인 IS가 과감한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 존

재감을 빠르게 키워 나갈 것이다.5 IS 아프간 지부로 알려진 ‘IS-K(Islamic State-Khorasan)’는 탈

레반에서 떨어져 나온 극단주의 분파로서 탈레반을 유약하다며 비난해왔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

한 국제사회 주요국의 아프간 탈출이 절정을 이루던 2021년 8월 카불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

를 감행한 이후 9월 동부 낭가하르주, 10월 탈레반 대변인 모친의 카불 장례식장, 북부 쿤두즈주 

시아파 사원, 남부 칸다하르주 시아파 사원, 그리고 11월 카불 군병원에서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

를 잇따라 감행했다. 존재감 부각을 노리는 IS-K의 테러는 대상 지역, 빈도, 규모 면에서 2022년

에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

아프간의 불안정이 가속하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 불안도 더욱 커질 것이다. 중

국은 아프간발 급진 지하디스트 세력의 확산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표적 독립운동 조직인 동

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ETIM)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

하고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중국은 재집권한 탈레반에 ETIM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경제 

지원을 약속했지만, 탈레반 지도부가 무조건 중국의 위구르 정책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2022

년 탈레반 지도부가 심각한 내부 위협을 느끼면 중국 정부의 무슬림 탄압에 침묵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6 그러나, IS-K는 이러한 탈레반의 대응이 여전히 유약하다고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표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탈레반과 IS-K, 그리고 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

지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에의 함의: 비상한 각오하 전략적 위치 선정 필요

2022년의 국제정세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는 더욱 가혹한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국제관계에서 기존의 질서나 규범이 무너지면서도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윤곽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구축하는 질서로

의 편입을 은근히 강요하면서도 그에 따른 희생이나 대가는 개별 국가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

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를 과시하려 할 것이다. 이는 강대국들의 경쟁을 이용하

5. Robert Muggah and Rafal Rohozinski, “Islamic State-Khorasan’s Reach Extends Far Beyond Afghanistan,” 

Foreign Policy, September 9, 2021.

6. Emerson T. Brooking, “Before the Taliban took Afghanistan, it took the internet,” Atlantic Council, 

August 26, 2021; Amy Kazmin, “Isis-K insurgency jeopardises Taliban’s grip on Afghanistan,” Financial 

Times, Octobe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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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 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군사, 가치, 체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는 질서 재구축의 경쟁 속에서 한국

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질서 구축의 손익계산을 펼쳐 나가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질서 재

편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지만 크게는 ‘자유주의 연대 대 권위주의 결속’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으

며, 이는 2022년에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북-중-러의 권위주의 연대의 공세가 더욱 거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질서 재편 과정의 각론(各論) 면에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취하면서도 민주주의

라는 공유된 가치를 통해 공통의 길을 찾고자 하는 유럽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라는 가치의 공유는 중근동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며, 그들이 현

재 새로운 질서 구축 경쟁에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 국제적

인 각종 이슈에 있어 우리가 지닌 민주주의적 가치와 체제를 중심으로 외교적 입장을 정립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둘째, 강대국 간의 각축을 중재해야 할 경우 우리는 분명한 입장과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세계질서는 어떤 것이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강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

어, 항행의 자유 원칙이나 각 국가의 영토 존중 등이 다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분

쟁 발생 시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위치 선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이 모든 강

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 국가에 대해서는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국가

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적인 태도나 언동을 수용한다면 경쟁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역이나 과학기술

과 같은 분야들은 어떤 질서로의 편입이나 동참이 더 유리하고 위험성이 적은지를 판단하기가 쉽

지 않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기회와 도전 면에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국가들을 찾아내고, 

이들과 함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려면 기존에 갈등이 존재하던 국가들과

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하여 잠재적 피해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

도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에만 갇힌 시각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모두가 각자도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

고 있는 질서 재편의 혼동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만 몰입하여서는 국제적 공감

이나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 한국의 주장이나 구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 이상으로 세계나 다른 국

가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세계

의 각종 이슈들의 해결에 동참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국의 전략적 위상

도 강화된다.

다섯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강화하겠

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2022년에도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은 지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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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비핵화의 달성까지 한반도의 안

정과 평화를 보장하려면 이에 걸맞은 우리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촉

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핵위협 대응 능력에 대해 긴박감을 가지고 보완과 강화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한미 차원에서 ‘확장억제 조치의 강화’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

되어야 할 단계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대응 능력 역시 확충해야 한다.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20

동북아: 복잡해진 질서 재편의 양상, 심해진 불투명성

■  2021년 평가: 가속화된 새판 짜기 전쟁

2021년의 동북아 정세는 한마디로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향한 더 거세어진 각축’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미국은 기존 국제질서의 회복과 개선을, 중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를 모색했고, 직접적 충돌 대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연대와 우호 세력의 확보에 역량을 집중

했다. 미국은 ‘동맹의 복원’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고,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 ‘사회주

의현대화강국(社会主义现代化强国)’의 비전을 통해 이에 맞섰다.

2021년 미중 간의 새판 짜기 경쟁은 세 가지 양상을 나타내며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비슷

한 가치와 체제를 가진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과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를 표방하면서 세계질서 주도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한편, 동맹/우방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이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의 동맹

국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스가(菅義偉) 일본 

총리,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인도-태

평양 지역 내 동맹의 역할 확대였다. 미국은 한국과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이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다.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남아공, 

호주, 인도를 초청한 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아공을 제외한 3개 초청국은 모두 2020년부터 미국과 영국이 추진해왔

던 D-10(Democracy 10)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었다. G7 정상회

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 역시 중국에 대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

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을 촉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등 중국 견제의 성격

을 띠고 있었다.1

중국은 이에 대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공공외교를 통

해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를 전개하면

서 백신과 방역 장비, 방역 시스템 지원을 매개로 미얀마,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등 권위주의 국

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종교박해와 인권탄압에 대해 이 지역

이 ‘창살 없는 감옥(Open-Air Prison)’이 되었다고 공격하였으며,2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민간 학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중국은 ‘내정불간섭(Non-intervention)’의 

1. “Carbis Bay G7 Commuique: 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G7 UK 2021.

2. “U.S. calls Xinjiang an ‘open-air prison,’ decries religious persecution by China,” Reuters, May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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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들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였다.3

그림 1. 콘월 G7 정상회의 사진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 경쟁의 양상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경쟁의 장(場)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대만

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 카드를 증가하려 하였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으로써 또 하나의 정치 및 군사적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다. 대만 내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사관 역

할을 하고 있는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가 대만의 국제적 활동영

역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4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행동

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과 미중 3대 연합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5 바이든 대통령

은 11월 15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

장을 표명했지만, 동시에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unilateral efforts to change the 

status)’이나 평화 및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6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

3. “군부에 500명 넘게 죽었는데, 중국 ‘미얀마 이웃이지만 제재에는 반대’”, 조선일보, 2021년 4월 2일자.

4. “At event with U.N. envoy, U.S. says committed to Taiwan’s international participation,” Reuters, September 

30, 2021.

5. “중국, 미·대만 고위관리 만남에 발끈…‘미국, 말과 행동 달라’”, 연합뉴스, 2021년 10월 14일자.

6. “Readout of President Biden’s Virtual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White House, Novembe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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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되었던 미중 간 기술경쟁 역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력 시위 역시 계속되었다. 2021년 4월 중국 항모 ‘랴오닝’을 비롯한 중

국 함대가 필리핀해 인근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하자, 이를 추적하고 감시하던 미국 구축함 1척이 

진로를 간섭하는 일이 벌어졌다.7 10월에는 중국 항공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

자, 미국 항공모함 2척,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신형 항공모함 1척, 일본의 헬기 항공모함이 남

중국해에 동시 집결해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8 2021년 내내 남중국해와 동중

국해 인근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다.

그림 2. 중국 랴오닝함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는 미 구축함 함장과 승무원

출처: U.S. Navy Office of Information.

세 번째 경쟁 양상은 미중 모두 역내의 기존 양자 관계들을 새로운 질서 짜기의 연장선상에

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도 미중 전략경쟁의 양

상에서 해석하고, 관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한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 새로운 대북정책

을 발표하면서 ‘조율되고 실용적인(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

고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특히 

7. “U.S. Warship Shadows China’s Aircraft Carrier on Journey Home,” Newsweek, April 28, 2021.

8. “中 전투기 대만해협 뜬 날, 美·英·日 항모 4척 남중국해서 무력 시위”, 조선일보, 2021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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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하고, 북한이 기존의 합의 구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

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대북정책을 구사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2021년 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

은 채, 미국 견제에 중점을 둔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핵 및 미사일 실험 중지, 비핵화와 평

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이라는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에 입각한 입장을 반복했다.9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역내 상황과 관련하여 불투명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미국과 중국 모

두 자국이 주도하는 질서의 재건(rebuilding)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건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  2022년 전망: 가중되는 선택의 딜레마

2022년의 세계는 2021년의 추세가 지속되면서도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2여 년간 세계를 휩쓸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그로 인한 국제적 거리 

두기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백신의 신뢰성 문제와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세계가 완전

한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 간 연결이 활성화되면 2021년에 나타

났던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 ‘재건’ 노력 역시 더욱 부각될 것이고, 국가 간의 연합 혹은 이견 역

시 더욱 부각될 수 있다.

1. 북-중-러 삼각관계, ‘권위주의 연대’로의 진화 가능성

최근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다시 결속을 강화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을 공유하

고 있는 이들 국가 간의 정서적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가치

의 전쟁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에서도 체제의 정통

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외부요인이기도 하다. 2020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영구집권 기반을 다

진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2022년의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집권 3기를 노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 2021년의 제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다시 추대되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내세우면서 권력집중을 강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민주주의의 확산은 공통적으로 막아내야 

할 과제이다. 2021년에는 ‘COVID-19’라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지만, 2022년

에는 고위 인사 간의 상호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한편, 북중, 북러 간 정상회담이 시도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둥-신의주 철도 연결을 기점으로 북한 경제의 활성

화를 지원하고 대북제재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북중 간 경제 협력 역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9.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쌍궤병행’

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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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중 교역의 상징인 단둥-신의주 열차 선로

출처: Reuters.

2. 북한 핵 관련 두 개의 위기 시나리오

북중 간, 그리고 북러 간 교류 및 경제 협력의 강화는 ‘자강’에 의존하던 북한에게는 중요한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2021년 중 북한은 ‘우리식 방역’을 주

장하며 국제적인 백신 공유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

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저변에는 ‘시노팜’이나 ‘시노백’ 등의 중국산 백신 공급에 대한 거부감이 작

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0 문제는 2022년을 기점으로 일상 복귀가 일반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에 맞추려면 대량의 백신, 치료제, 방역물자가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평양이 강도 높은 대주민 통제를 바탕으로 한 방역정책을 계속

할 경우 2022년부터 북한은 세계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계속되는 통제 위주의 방역정책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고, 경제 교류의 한계로 인해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2022년에 들어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에 더욱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북

한 핵보유의 용인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북한은 

2021년에만 여덟 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하는 등 무력을 과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10. “Kim Jong-un rejects Covax vaccine offer as North Korea fights pandemic in ‘our style’,” The Guardian, 

September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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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은 2022년이 되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잠

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발사, 제2차 극초음속활

공체(Hypersonic Gliding Vehicle, HGV) 실험, 혹은 신형 잠수함의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2022년 2월~3월의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이루

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미국을 겨냥하기보다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발사체

의 발사 등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평

양은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재발사, 핵실험 재개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와 인근을 겨냥한 선제 대량 핵무기 사

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새로운 핵 독트린을 함께 표방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의 재발사와 같은 대안을 

선택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양보를 통해 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타협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로 공격받을 수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2022년의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

의 도발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발동,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의 전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

시키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나 종전선언을 계기로 2018

년과 같은 대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결단’에 대한 신

뢰가 당시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평양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 내에 확

산되어 있으므로 2022년 상반기 중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과 북한 모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선제적인 양보를 꺼려한

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악화(escalation)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022

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선출되기는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대남 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도발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미북,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의 내부 불안정 문제가 

2022년 동북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경우의 수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국제제재와 

감염병 방역을 위한 통제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평양 내 정책 노선을 

둘러싼 이견과 김정은의 오판 혹은 의견일치에 매몰돼 비판 의견을 배제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

는 집단사고(group thinking)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내부 불안정 징후가 증가할 가

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 내 불안 증대는 평양의 대남 도발을 촉진하는 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3. 기존 동맹 및 협력관계의 연계성 강화

2021년 9월 미국-영국-호주 간 3각동맹 ‘오커스(AUKUS)’의 출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

존의 양자 동맹 관계를 서로 연계하여 소다자 형태의 안보협력체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시도 역

시 계속될 것이다. 기존 양자 동맹 관계를 다중적으로 묶어 소다자협력체를 창설하고, 이러한 소

다자협력체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자동맹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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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구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국은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을 활

용하여 한-미-일 간의 3각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시도에 나설 수 있다. 혹은 대만과 일본 간 협

력 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일-대만 간의 소다자 안보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

의 동참이나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커스’와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북핵 문제 공

동 대처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조정감독회의(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를 부활하거나, 한-미-일 3자의 대북정보 관련 협력체의 창설을 제안하는 등 3자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여전히 한국이 ‘파기 유보’ 상태에 있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의 정

상화가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더욱 확대되는 새로운 지정학 경쟁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관계에서는 세 가지의 지정학적 관계가 병존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국가 간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통적 지정학이다. 과거 냉전과 같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bloc)을 형성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절연(insulate)하는 것이다. 중국

의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나 미국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은 이

를 지향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간 경계선과 관계없이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통의 노력을 

강조하는 열린 공간의 지정학이다. 유엔(United Nations, UN)이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같은 국제 레짐을 놓고 벌이는 미중의 긴장과 견제가 이에 속한다. 국제

여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영역이나 사이버 세계, 문

화적 교류 역시 이 범주에 들 것이다. 세 번째는 경계선이 존재하지만, 그 경계선 안에 위치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선택이 작용하는 지정학이다. 즉, 국제적 교류 협력의 기조를 유지

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에 관해서는 자신과 연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진입을 허용하

는 일종의 반(半) 투과형 체제를 만들면 충분히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반도체’ 분야가 이에 속한다.11 

미국은 2022년에도 세 번째 분야에서의 지정학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이

와 같은 사실상의 반중국 연대에 가입하지 않도록 관련국들을 압박할 것이다.

5. 한국의 가중되는 선택의 딜레마, 그리고 ‘전략적 투명성’의 필요성

이러한 반 투과형 체제에서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선택의 문제가 더욱 심해진다. 위에서 

이야기한 반 투과형 체제에서는 해당 국가가 그 체제의 주도국과 공유하는 전략적 가치와 이익에 

따라 그 체제 내에서의 혜택이 결정된다. 한마디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식의 ‘러브콜’ 계산

법을 적용한다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

국과 중국이라는 질서 재편세력이 쥐고 있는 카드가 우리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

11.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시장이지만,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전병서, “미·중 반도체 전쟁, 한국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국경제, 2021년 4월 1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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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이라는 유용한 카드를 이용하여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구체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 2021년 말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이 대중 무역관계에서 지니는 취약성을 최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전략적 투명성 혹은 명확성을 바탕

으로 한 외교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의 전략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손

익보다는 미래의 전망에 입각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또한, 분명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

이 가진 정치, 경제적 체제에 부합하고,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일치한다면 이에 대한 훼손이

나 침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비확

산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준수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명확성이 대만 문제나 남중국

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영향력 경쟁과 같은 경성 경쟁에의 연루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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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을 재정비하는 북한: 

고도화되는 핵무력과 강화된 사회 통제

■  2021년 평가

2021년은 북한에게 전략적 모멘텀을 되찾고자 하는 해였으나, 미국의 전통적 대북정책으로

의 회귀를 대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

는 가장 현실적인 경우의 수가 사라졌다.

2021년 1월에 열린 노동당 제8차 당대회는 북한이 상실한 전략적 모멘텀을 되찾기 위한 전

략의 초석이었다. 여기서 북한은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취할 전략

을 구체화하였다. 핵무력 노선 강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외부 정보 유입 차단을 통한 사회기

강 확립, 그리고 장마당 탄압을 통한 국가의 경제력 독점 조치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의 

포괄적 목표는 취약해진 북한 내부를 재정비해 장기화된 대북제재의 압박에서 정권을 보호하고, 

강력한 핵무력을 활용하여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다.

2021년 북한의 딜레마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심이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동

시에 제재 완화를 매개체로 북한을 비핵화 초입으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 북한은 반대로 한미동맹의 균열 리스크를 부각시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문재

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변도였던 대남정책을 8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는 강온 양면 전술로 급선

회하였다. 북한은 13개월 동안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7월 27일 복원하였다. 하지만 8월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단절하였다가 9월 29일에 이를 다시 복원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9월에

만 다섯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는 북한의 갈지자 행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도

모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취했던 ‘통미봉남’을 뒤집은 ‘통남봉

미’라는 새로운 접근이다. 북한은 9월 말 김여정 담화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건설적 논의’가 가능함을 알리며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적으로 시사하였다.1 임기 말인 문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남북관계 복원에 갑자기 북

한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성사가 불확실한 종전선언

을 둘러싸고 이견을 내비치기도 하였다.2 11월에는 한미 당국자 간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협의

가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미북관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

지수다.

1. “北 김여정 ‘종전선언·연락사무소, 건설적 논의 가능’”, 중앙일보, 2021년 9월 25일자.

2. “美설리번 ‘종전선언 시기·조건 관점 다를 수도’”, 연합뉴스TV, 2021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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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1년도 북한 미사일 도발 일지

순번 일자
발사체

고도 및 비행거리(약)
한미 분석 북한 발표

1 ’21. 1. 22. 순항미사일 추정 미공표 제원 미공개

2 ’21. 3. 21. 순항미사일 추정 미공표 제원 미공개

3 ’21. 3. 25.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 추정)

신형전술유도탄 60km, 600km

4 ’21. 9. 11∼12.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00km

(북한 주장)

5 ’21. 9. 15. 미상의 탄도미사일 2발
철도기동미사일 사격 훈련

(열차에서 발사)
60km, 800km

6 ’21. 9. 28.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30km, 200km 미만

7 ’21. 9. 30. 미발표 신형 반항공 미사일 미발표

8 ’21. 10. 19.
SLBM 추정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탄 60km, 590km

북한은 2021년에 들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 기습 발사가 용이하고 사정거리는 짧지만 핵

탄두 탑재 및 회피기동이 가능한 KN-23을 다양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발사 

플랫폼에서 KN-23 파생형을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10월 11일 개최한 무기 박람회 ‘자

위-2021’에서 북한은 열차 발사대형, 대형화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형을 모두 선보였다. 특히 대형화형은 기존 1톤 안팎의 탄두 탑재량에서 

2.5톤까지 크기를 키워 사실상 전술핵 미사일임을 드러냈다.

2021년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과 같은 전략무기 대신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집중하면서 핵 선제공격을 상정하는 한반도

형 핵 독트린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철도와 차량에서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남한 

후방을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에까지 전술핵 미사일을 대량 배치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제한적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및 강선 핵

시설 재가동에 이미 들어간 상태이며,3 6년 뒤 최대 242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4 

북한의 핵 다종화와 대량생산은 단순히 2차 보복능력 확보를 넘어 김정은과 김여정이 각각 위협

한 바 있는 ‘강력한 선제타격능력’5 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북한, 영변 핵시설 전격 재가동... ‘핵시계 다시 돌렸다’”, 한국일보, 2021년 8월 30일자.

4. “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중앙일보, 2021년 4월 14일자.

5. “선제공격 안 한다던 김정은, 태도 돌변…‘선제타격 강화’”, 동아일보, 2021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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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 KN-23 전술 미사일 파생형 (좌: 철도 발사형, 우: 대형화형, 아래: SLBM형)

출처: 연합뉴스.

북한이 강화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내부통제이다. 경제 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사회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방역으로 

인한 국경 폐쇄는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장마당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북한은 

COVID-19로 인한 방역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수입을 2020년 9월 1천9백만에서 10월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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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99% 이상 축소하였고, 이러한 실질적 수입금지 조치를 2021년 2월까지 유지하였다. 9월

에 들어서야 북한의 수입량은 2020년 9월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이마저도 COVID-19 팬데믹 이

전 수준의 10%밖에 안된 관계로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6 주요 생필

품 가격은 급등하였다.7 이와 더불어 북한은 시중에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외화 사용을 금지

하고 북한 화폐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8 김정은 본인이 6월 노동당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례적

으로 식량난을 언급할 정도로 북한 경제 상황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음이 분명하다.

극단적 경제 긴축은 결국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20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다. 핵심

내용은 외부 정보를 배포 및 보관한 자는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는 것으로 외부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 통제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도 신설되었다. 북한

은 2021년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국가검열위원회를 총괄하는 법무

부를 신설하여 COVID-19 팬데믹과 경제난으로 무너진 사회 기강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강

하게 시사하였다.

■  2022년 전망: 재정비된 북한과 도발의 본격화

2021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화라는 상호 배치되는 행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남

북대화 지속을 위해 북한 미사일 도발 의미를 애써 격하하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산적해 

있는 국내외 문제 때문에 북한을 애써 무시하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

이다. 문제는 2021년 한 해 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에 맞서야 할 한국과 미국은 각각 3월 대

선과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 과도기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던 대화

와 도발의 공존이라는 모순은 1)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선제압용 도발, 2) 바이든 

행정부에게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간선거9 전후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긴장 고조와 위기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2022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현 대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희박하

다. 첫 번째는 대내외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이다. 핵무력은 북한이 한국

에게는 비대칭 위협이 되며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절대 수단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대응을 따돌리기 위해 빠른 고도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회복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

을 게을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6. “Once lush with products, North Korean supermarkets are now barren and deceptive,” NK News, January 

5, 2021.

7. “북 생필품 물가 급등…외화가치 하락세 지속”, RFA, 2021년 6월 15일자.

8. “북한, 주민 대상 ‘외화 보유 실태 조사’… ‘저축’도 강요”, Daily NK, 2021년 4월 23일자.

9. “US mid-term terror for Democrats as poll gives Republicans biggest lead for 40 years,” Independent, 

Novembe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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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 8차 당대회 국방분야 신무기

8차 당대회 예고 실제화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 소형 SLBM 발사 실험,10 KN-23 파생형 시험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거리 핵무기 개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도입 화성-8형 시험발사11

지상 고체발동기 ICBM 개발 도입 미사일의 고체연료화12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500km 전방 종심 정밀정찰 무인기

재래식 무력의 첨단화 및 정예화

표 2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개발 또는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한 국방 분야의 신무

기체계 로드맵이다. 북한은 이미 언급한 대로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KN-23 전술미

사일의 철도 발사, 대형화 및 SLBM 형태의 파생형들을 공개하여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

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고 극초음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활공비행 미사일인 ‘화

성-8형’을 시험발사하여 북한이 미사일 관련 첨단기술을 상당히 확보했음을 과시하였다.

2021년도 미사일 도발이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예고한 핵무력 고도화 계획을 충실히 따

른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2022년에도 핵무력 고도화 로드맵의 나머지 부분인 전

략무기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전략무기의 실험발사 대신 공개를 통해 한미 양

국을 긴장시키는 수법을 써왔다.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화성-16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과 SLBM(‘북극성-4형’)을 공개하고도 실제 발사시험을 자제하였고, 거의 정확히 1년 후 개

최된 10월 11일 무기 박람회 ‘자위-2021’에서도 다시 한번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하였다.

물론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는 분명히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지상 고체연

료 ICBM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북극성 계량형 SLBM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암묵적으로 명시한 신형 ICBM의 발사시험은 2022년도에도 자제하

고 대신 SLBM 테스트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은 2020년 10월에 공개한 북극성-4형 또는 2021

년 1월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5형을 발사 실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북극성-5형

은 4형보다 직경과 탄두부는 커지고 길이는 짧아져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3천 톤

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1112

10. 

11. 

12. 

“[단독]‘北 SLBM’ 실전 잠수함서 쐈다 ‘핵 장착땐 게임체인저’”, 중앙일보, 2021년 10월 21일자.

“북한, ‘게임체인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MD망 무력화 우려”, 연합뉴스, 2021년 9월 29일자.

“北, 미사일 고체연료로 대체중…개량·발사 지속 예상”, MBC뉴스, 2021년 4월 1일자.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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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미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면서 남한에 대한 도발도 자행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전략무기를 통한 무력시위만으로는 더욱 시급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바

이든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어렵다는 점과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

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 지역이나 휴전선에서의 무력 도발과 같은 충격 요법

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도발은 새 정부에게 첫 외교안보 도전과제를 안겨주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음을 상기시킬 수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

능성은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더욱 농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22년 대화보다 도발에 더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강화되고 있는 

내부통제이다. 이는 단순히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기강 확립 차원의 숙청과 탄압을 넘어 

사회와 경제 부문에 대한 탄압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은주의’로 대표되는 우상화와 사

회기강 확립, 그리고 장마당 탄압으로 발현된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

한다면 이는 COVID-19로 인한 방역 조치와 장기 제재로 인해 파탄이 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

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장마당을 탄압하고 외부 정보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점은 북한이 당분간 외부와의 관계 개선보다는 내부결속을 통한 외부와의 대립에 방점을 둘 것

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2022년 북한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8차 당대회에서 언급이 되었다. 북한은 국가

의 경제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장마당을 통제하고 동시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칠 것이다. 

표면적으로 북한이 대외무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여러 징후가 포착되고 있기는 하다. 북한은 방역

을 위한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가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필수물자의 수입을 재허용한 것

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회에 북한이 현재 중국 및 러시아와 철도 재개를 협의 중이고 인도적 지

원 물자의 수월한 하역을 위해 남포항 외에도 평북 룡천항의 추가 개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하

기도 하였다.13

그러나 COVID-19 이후 북한이 무역을 예전 수준으로 재개하려면 방역 대신 백신 접종을 통

한 집단면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북한과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에리트레아만이 COVID-19 백신 접종을 개

시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4 더 큰 문제는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무역적자와 국경봉

쇄 이후 빠르게 고갈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화 수급 상황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이 COVID-19 팬

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차관을 도입하거나 수출을 늘려 외화 수급 정상화가 선행되

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둘 다 쉽지 않은 방안이다.

외부적 요인만이 북한 경제의 회복을 막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정책도 경제의 정상화보다는 

긴축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향후 5년간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

하고, 평양과 검덕지구에 살림집 7만5천 호만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정은의 개인적 치적

13. “한국 국정원 ‘신의주-단둥 열차 11월 재개 가능성’...전문가 ‘북한 경제난 버티기 힘든 수준’”, VOA, 2021년 10월 

29일자.

14. “WHO ‘북한과 에리트레아만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안했다’”, 조선일보, 2021년 1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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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세웠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언급조차 사라졌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수입대체와 자

급자족이 강조되면 대외무역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게 된다.

COVID-19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소비와 소득 수준이 회복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민

심 이반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의 우상화와 공포정치를 통해 내부 불

만을 단속하고 반발을 외부로 돌리려 궁리할 것이다. 2021년 말미 등장한 ‘김정은주의’15가 북한 

경제 및 대외환경이 최근 들어 가장 악화된 상황에서 등장했다는 점은 김정은 우상화가 김정은의 

집권 10주년과 치적을 기념하기보다는 2여 년간 계속되는 COVID-19 방역과 장기 제재로 인한 

사회 내 불만을 김정은의 우상화와 공포정치를 통해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내부 질서 확립을 위해 사소한 위법 사례도 과도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이며,16 이미 2020

년부터 이러한 사례들을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17 하지만 우상화와 공포정치만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해 불만에 가득 찬 북한 사회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때 내부결속

을 위한 대외도발은 북한에게 유용할 수 있다.

2022년 핵무력 고도화와 내부통제 강화라는 북한의 쌍끌이 전략은 대남 및 대미 도발로 귀

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위기 인식과 미국의 무관심의 상호 작용에 따라 변

화하는 형태를 띨 것이다. 북한이라는 위협을 애써 축소하여 인식하려는 미국과 한국 간의 괴리

가 확대될 때 북한의 도발은 더욱 효과적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어 우려되었던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불가능해졌다. 미국은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북한 중심에서 중국을 포함한 지역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동맹으로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제재의 장기화와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향후 큰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주목하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

양(Indo-Pacific) 전략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한국과의 위협인

식 차이는 2022년 상반기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가 발표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NPR이 예상대로 미국의 핵 사용 제한에 초점이 맞

춰진다면 북한의 공세적 핵 사용 태세와 대비되어 한미 간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북한은 2021년을 강력한 사회통제와 기강 확립, 그리고 꾸준한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2020

년에 상실한 전략적 모멘텀을 만회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보냈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은 2022년에는 북한이 다시 주도권을 쥐고 한미 양국을 

압박할 것임을 예고한다.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새로 등장한 ‘김정은주의’…과연 뭘까?”, KBS News, 2021년 10월 30일자.

16. “김정은, 왜 ‘평양 거물 환전상’ 처형을 지시했을까”, 노컷뉴스, 2020년 12월 13일자.

17. “‘삼중고’ 겪는 북한…이어진 고난에 피로도 높아진 듯”, 파이낸셜뉴스, 2020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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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건 그리고 대내외 안정성을 추구하는 바이든

■  2021년 평가: 미국의 새로운 시작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사태 그리고 2020년 대선으로 인해 2021년의 출

발은 혼란스러웠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왔다. 내부적

으로는 COVID-19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다소 높았지만 대량의 백

신을 신속히 확보한 미국은 인명 피해를 빠른 속도로 줄여왔고 위기에 직면했던 경제 또한 연방

정부와 연방준비위원회의 대규모 부양정책 및 확장 통화정책으로 인해 회복세를 보여왔다.

그림 1. 미국 COVID-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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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CDC.

그림 2. 미국 경제 상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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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지난 1년간 미국의 국제적 활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충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이었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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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부분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이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월 시진핑(习近平) 중국 주

석과 첫 정상 통화를 실시했고 3월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 회담에

서 미중 고위 관료들이 언론에 공개된 71분간의 모두발언에서 대만해협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대중국 압박론에 대한 해석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의 석방, 9월 두 번째 미

중 정상 통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미중관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11월 진행된 미중 화상 정상회담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3시간이 넘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통적 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대립각

을 세웠으나 기후변화, 에너지, 인적교류, 군축 분야에 있어 협력 가능성을 거론하고 향후 ‘상식의 

가드레일(common-sense guardrails)’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였다.

중동 및 유라시아에서 미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들을 정리하며, 안정적인 외교안

보 환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란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복원 협상과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간의 아브라함 협정(The Abraham Accords)에 대

한 바이든 행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정 정도 중동 지역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고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진행된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푸

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

에서의 양자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며 

미러관계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화두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흔들렸던 미국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3월에는 미

일 및 한미 간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이, 4월과 5월에는 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입지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확인하였다. 6월 영

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글로벌 대응의 공유된 

의제(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로 명명된 공동성명을 채

택했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에 대응하는 인프라 펀드 구축을 발

표하였다. 같은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대서양 동맹 관계를 강화하

고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북핵 문제가 지속되는 한반도 등 세계 각지에서 

발화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체제 경쟁과 이에 따른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10월 

개최된 미-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정상회담 그리고 동아시

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

중 전략경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동맹 관계 외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변화는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나 미국-영국-호주 간 3각동맹 

‘오커스(AUKUS)’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첫 번째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끼치는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국제보건, 우주, 

에너지, 신기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9월 중순에 발표된 오커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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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 간 정보네트워크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회원국 중 강경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 당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한다고 알려졌는

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한편 중국과의 갈등이 전면적인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2022

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과 동시에 중산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충실하여 보다 안정적인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

도를 반영하고 있다.

■  2022년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대외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포괄적 국가안보 전략과 정책검토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3월 공개

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서 2022

년 대외정책 기조를 예측할 수 있다. 동 지침은 미국이 직면한 국가안보 위협을 아래와 같이 정

리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요소

글로벌 위협 민주주의 쇠퇴 힘의 불균형
자유주의 질서의 

후퇴

신기술개발과  

관련된 도전

팬데믹, 기후변화, 

사이버, 

경제적 혼란,  

테러, 인도적 위기, 

핵확산

부패, 불평등,  

양극화, 포퓰리즘, 

법치에 대한  

편파적 위협,  

민족주의, 거짓정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국제기구의 약화,  

동맹 관계 쇠퇴,  

국제협약 파괴

AI, 양자 컴퓨팅, 

5G/6G, 생명공학

지침은 미국이 위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 및 

확대하고 외교 및 군사적 역량을 동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 사용보

다는 외교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심 외교 과제 중 기후변화 등의 문

제는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력은 외교적 해법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 개입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자세

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동향과 2022년 전망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캠프

가 주장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1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외교가 국내 정책이고, 국내 정책이 외교다”라는 언급을 한 

1. “Making U.S. Foreign Policy Work Better for the Middle Clas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eptembe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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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있는데,2 이는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2019년 애틀랜틱(The 

Atlantic) 기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 이 기고문에서 설리번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국내적 

쇄신(domestic renewal)’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적 쇄신 없이는 미국의 국

제적 지위도 거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8월 9

일 메릴랜드 대학 연설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국내적 쇄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다

루고 있다.4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는 미국의 국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외적인 관여에 있어 매우 선별적이다.

그림 3. 2021~2031년 미국 국방예산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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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BO.

이러한 기조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관여에 대한 부담을 

동맹국들과 더욱 공평하게 분담하고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며 외교정책 결정에 중산층의 여론

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공평한 분담이란 다른 국가

들의 참여를 의미하는데,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위해선 제도 구축이 필요조건이라고 주

장한다. 즉,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쿼드나 오커스 또는 G7과 NATO와 같은 체제를 통한 동맹국

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외 국가가 

2. “Passing the Baton 2021: Securing America’s Future Togeth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January 

30, 2021; “At a Time of Tests, Security Advisors Discuss Threats to U.S. and Global Security,”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February 3, 2021.

3. Jake Sullivan, “What Donald Trump and Dick Cheney Got Wrong About America,” The Atlantic, January/

February 2019.

4. Antony Blinken, “Domestic Renewal as a Foreign Policy Priority,” U.S. Department of State, August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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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역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국방정책은 확장적인 국방예산과 군사 현대

화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유럽과 중동에 분산된 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함으로써 전

력의 균형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5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더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다루고 있는 외교안보 사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최근 들어 대만해협 문제

가 주목을 받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를 신

중히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일부 확대했지만6 양보했던 경우도 빈

번했다. 일례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한 위챗(WeChat) 또는 틱톡(TikTok)에 대한 금지령을 

철회했고,7 8월에는 화웨이에 자동차 부품관련 칩(chip)을 공급하려던 미국 공급업체의 승인 요

청을 인가하였다.8 9월에는 미 법무부가 기소 연기 합의를 통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석방

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화웨이와 SMIC의 공급업체들에게 약 1,000억 달

러 상당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21년 11월 미중은 글래스고

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 

달성을 위한 메탄가스 배출 통제 강화와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공동 연구 촉진 등의 공동선언을 

5.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징조 중 하나는 미 국방부가 최근에 발표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이다. 발표에 따르면 GPR은 태평양에서의 안보 부담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분담할 것을 

강조하고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독자적 역할을 더욱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었지

만 중동에서는 44,000명이 되는 주둔군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란 분

석이 있다. (Gil Barndollar, “Global Posture Review 2021: An Opportunity for Realism and Realignment,” 

Defense Priorities, July 2021.) 현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은 유럽 88,321명, 인도-태평양 107,386명, 아프리카 

6,497명 그리고 아메리카 16,681명 등이다.

6. “Notice of Product Exclusions Extensions: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Federal Register, March 10, 2021; “Public Notice. DA 

21-309: 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 Announces Publication of the List of Equipment 

and Services Covered by Section 2 of the Secure Networks Act,”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March 12, 2021; “Media Release: FCC Initiates Proceeding Regarding Revocation of China Unicom 

Americas’ Authorization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March 17, 2021; “Commerce Adds 

Seven Chinese Supercomputing Entities to Entity List for their Support to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and Other Destabilizing Efforts,” U.S. Department of Commerce, April 8, 2021; “Commerce Department 

Adds 34 Entities to the Entity List to Target Enablers of China’s Human Rights Abuses and Military 

Modernization, and Unauthorized Iranian and Russian Procurement,” U.S. Department of Commerce, 

July 9, 2021.

7. “Biden Drops Trump’s Ban on TikTok And WeChat -But Will Continue The Scrutiny,” NPR, January 9, 

2021.

8. “EXCLUSIVE Huawei gets U.S. approvals to buy auto chips, sparking blow back,” Reuters, August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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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며 협력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블

링컨 장관이 말했듯이 경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쟁하고 협력이 가능하다면 협력하겠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9 즉,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는 유지하되 

강경한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비경쟁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되지만,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조절해 나가

며 기후변화 같은 영역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 압박은 쿼드나 오커스 또는 기

존 동맹과 협력체제를 통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들이 군사적 마찰보다는 

오히려 기술, 우주, 가치와 자유주의 질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면 충돌이나 갈

등을 유발하는 사례는 되도록 감소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러관계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 연장 합의를 타결했고,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과의 정상회담 또한 개

최했다.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낮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은 정상적인 외교적 교류를 

위한 주재국 대사의 복귀에 동의하였으며, 새로운 군비통제 제한조치 또는 협정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략적 안정성’을 논의하였다. 향후 1년간 미러 사이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바이든 행정부는 안정된 양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또는 벨라루스가 주요 문제 지역으로 부상하거나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사이버 공

격 문제가 불거진다면 미러관계가 새로운 긴장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내부 쇄신

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는 위에 거론된 바와 같이 미군 주둔을 줄이고 이란과는 새로운 핵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물론 고위급 관료들도 다자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늦어도 

2023년까지는 새로운 협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10 또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를 개선하기 위해 아브라함 협정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9월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UAE, 바레인 그리고 모로코 고위급 관료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10월에는 이스라

엘 및 UAE와의 3자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미국의 무역과 투자 전략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불평등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조세와 반부패 정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

nership, CPTPP) 가입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보다는 무역관계에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

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거나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적 규제를 더

욱 많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우선순위와 미

  9. “How it happened: Transcript of the US-China opening remarks in Alaska,” Nikkei Asia, March 19, 

2021.

10. “Iran offers to talk to Europeans about restarting nuclear negotiations,” The Times of Israel, October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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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경제와 사회에 주는 영향에 따라 매우 선별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아프간 철수 결정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를 거론하기보다 ‘중대한 국

익’에 중점을 두었던 것처럼 가치 외교에 있어 국내에 주는 함의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입장을 바

꿀 가능성이 있다.11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중국과 관

련된 문제나 팬데믹,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위협 그리고 신기술개발(배터리,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과 공급망에 대한 도전에 있어 더욱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미관계는 한국

이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의 위치도 결정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실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

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압박보다 외교적 접근방식을 선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화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 안에 비

핵화 문제에 대한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한다면 바

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제재와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피할 것이다.

11.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End of the War in Afghanistan,” The White House, August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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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건 경쟁 속 자구력을 강화하는 일본

■  2021년 평가: 아베의 그림자에 갇힌 일본

1.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과 COVID-19 확산 속 리더십 교체, 기시다 내각의 등장

2021년도까지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속 한 차례 연기되었던 도쿄올

림픽(7.23~8.8, 패럴림픽 8.24~9.5)을 강행하며 일본에서는 다시 리더십 교체가 일어났다. 

2020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

리는 COVID-19 대응과 경제 회복,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 개최 중 어느 하

나도 완벽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급격한 지지율 하락 끝에 결국 집권 1여 년 만에(2020.9.16~ 

2021.10.4) 퇴진하게 되었다.1 이에 1년 만에 다시 실시된 9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림 1.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출처: Reuters.

1. NHK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가 내각의 내각 지지율은 출범 직후(2020.9) 62%에 달했으나 점차 하락하여 총재 선

거 직전인 2021년 9월에는 30%에 불과하였다. “世論調査,” NHK, 2021.12.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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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1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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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조회장이 총재로 선출되었고, 10월 4일 일본의 100대 총리 자리

에 오르게 되었다. 총재 선거에서는 당초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고노 타로(河野太郎) 행정개혁 

담당대신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기시다가 

선출되었다.2

한편, 기시다 총리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실시된 중의원 선거(10.31)에서 자민·공명 연

립여당이 293석(자민당 261석, 공명당 32석)을 확보하며 승리하였다.3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

는 내각 지속 여부의 첫 번째 관문인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차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4

2. 미중 전략경쟁 속 견고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한 일본

COVID-19의 혼돈 속 한층 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견고한 유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시적으로 강화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 2+2 장

관회의’(3.16)5와 ‘미일 정상회담’(4.16)6에서 일본은 미일동맹과 지역안보 역할 강화를 위한 국

방력 강화를, 미국은 일본 방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은 견고한 유대

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실현을 추구하

며, 이를 위해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호주, 인도를 비롯

2. 기시다 신내각의 출범 과정에서도 일본은 파벌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

生太郞)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선

출과정 분석 및 국내정치적 역학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최은미, “2021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분석 및 한일관계 전

망”,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1-26 (2021). 참조.

3. “衆議院選挙2021,” NHK, 2021.12.21. 접속.

4. 중의원선거 분석에 대해서는 최은미, “제2차 기시다(岸田)내각의 출범과 2021 중의원선거 분석”,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1-30 (2021). 참조.

5.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 外務省, 2021.03.16. 수정, 2021.12.21. 접속.

6. “日米首脳共同声明,” 外務省, 2021.04.16. 수정, 2021.12.21. 접속.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44

한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동시에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부

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

제력의 중요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 불법적 활동에 대한 반대 입

장을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

고, 홍콩 민주화에 대한 탄압,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표명하면서 대중 견

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일본 내 확산되는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

책에 호응하고, COVID-19 이후의 세계질서 구축에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일본은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를 중심으로 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대중 견제의 목

소리를 높이고 있다. 4월 13일 독일과 처음으로 2+2 회의를 개최하고, 5월 5일에는 프랑스와 외

무장관회담을 개최했으며, 7월 28일에는 영국과 군축 및 비확산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9월 9

일과 9월 17일에는 영일 외무장관 전화회담을 가졌다. 또한, 대만(7.6)과 베트남(7.13), 인도네

시아(7.20), 태국(8.3), 라오스(8.3) 등 동남아 지역 COVID-19 백신 공여에도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는 중국이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해당국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

본은 COVID-19 대책, 해양안보, 기후변화 및 재난, 인프라 정비, 인재 육성 및 교류 등 섬세한 지

원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혼란이 더해진 한일관계

그림 3. ‘위안부’ 소송 판결 그림 4.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시위

출처: 연합뉴스, Reuters.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1월과 4월에 내려진 

2건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한 상이한 판결은 한일관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월 판결에서는 원고 승

소, 4월 판결은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져 

한일 갈등 해결에 혼란을 더하게 되었다.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6월 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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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하

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4월 13일에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공식 발

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 및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격렬한 반대 시위가 나타났다. 실

제 방류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본 측 정보에 대한 불신, 한국 및 중국 주변국에 대한 이해

와 동의를 확보하려는 노력 부족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2022년 전망: 국내 기반 다지기 속 기시다 장기 집권의 가능성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에 안정적인 ‘절대안정다수’를 확보한 자민당과 기시다 내

각은 2022년 COVID-19 위기로부터 경제 회복,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와 사회개혁 등

을 통해 COVID-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여름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도모하며 역내 번영과 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시다 내각이 참의

원 선거까지 무난히 승리로 이끈다면, 아베 총리에 이은 장기 집권 내각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1.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쟁력과 복원력 강화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FOIP의 추구를 약속하였으며,7 내각 출범 이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이를 다

시 한번 강조하였다.8 그리고 미일동맹을 축으로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며, 글로벌 과제의 해결을 주도하여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였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의 평화 등을 위해 미국, 호주, 인

도 등과 함께 대응하고, 해상보안청의 체제 확충 및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 미사일 방위능력 강

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핵군축 및 비확산, 재해 대책 등의 과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

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전체가 최대한 압력을 

가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의 완전한 포기와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이끌어 내야 한

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방 영토 전면 반환 추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

용은 기존의 아베-스가 내각에서 언급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국가안전

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의사를 밝히며 “해상 보안 능력과 더 효과

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와 경제 안전보장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9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차 

아베 내각 시기인 2013년 12월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이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때, 이를 통해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의 방향성을 가늠

7. “岸田首相がバイデン大統領と電話協議 同盟強化を確認,” 毎日新聞, 2021.10.05.

8. “第二百五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首相官邸, 2021.10.08.

9. “自民・岸田氏、 ミサイル防衛強化・国家安保戦略改定訴え,” 朝日新聞,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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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시다 내각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대해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 등을 배경으로 현상 

변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센카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钓鱼岛)에서의 중국과의 갈등과 최

근 중국에서 시행된 「해경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상보안청의 체제 확충, 자위대와의 연

대 강화, 영역 침해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함

과 동시에 상대국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와 억제력 향상을 위한 방위비를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2배 증액을 추진하려

는 등 방위력 강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육상자위대는 2021년 9월 중순 30

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기시다 내각에서 방

위비 증액,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일

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베 총리 퇴임 이후 약화된 국내 보수파의 집결을 의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홋카이도 자위대 기지를 방문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

그림 6. 미국-일본-프랑스  

규슈에서 첫 연합훈련

출처: 연합뉴스, Reuters.

한편, 2021년 4월,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안보와 번

영을 위해 21세기의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로운 경쟁력과 복원력의 파트너십(a 

new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CoRe) Partnership)’10을 시작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

리고 이를 통해 양국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건강한 녹색 글로벌 경제 회복과 투명한 무역 

규칙 등에 의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을 약속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쟁력과 혁신, 둘째, 

COVID-19 대응, 글로벌 보건 및 보건안보, 셋째,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녹색성장과 회복 등이 

10. “U.S.–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 The White House, last modified Apr. 16, 2021,  

accessed Dec. 21, 2021; “Fact Sheet: 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Partnership,” 

The White House, last modified Apr. 16, 2021, accessed Dec.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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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이는 COVID-19 이후의 사회 재건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의미하

며, 양국은 이러한 기조를 2022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안보 강화에 박차

본래 기시다 총리가 속한 파벌인 ‘고치카이(宏池會)’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주

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 반중 정서 증가와 기시다 내각의 

국내 지지기반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시다 내각에서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강경한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중국 어선의 지속적인 출몰, 중

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의 일본 열도 주변 항행은 이러한 위협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상

황을 반영하듯, 기시다 총리는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 기간,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수차례 중국

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11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안보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시

다 내각이 출범하면서 ‘경제안보 담당대신’ 직위가 신설된 점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이

는 일본의 미중 갈등으로 드러난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의식, 국제질서 변화를 우

려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한 정책 방향은 「2021 통상백서」에서도 나타

났다. 백서에는 일본의 통상정책 목표로 ‘경제안보 강화’가 제시되었는데, 정책 목표로 경제안보 

강화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상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일본은 향후 반도체 등 주요 물

자의 기술개발, 국내 생산기반 정비 강화,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자구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 한일관계: 국내 정세 변화 속 2022년 여름 이후 관계 개선 기대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 변화가 큰 시기로 당분간은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된다. 한국은 2022년 대통령 선거(3.9 예정)와 지방 선거(6.1 예정)를 앞두고 있으며, 일

본은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으로 변동이 큰 시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관계 개선이 우선순위에 놓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의 전환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 정치환경이 안정

되는 2022년 여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수출규제 문제 등 갈등 사안은 상호 간 복잡하

게 얽혀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동결 자산 현금화와 ‘위안부’ 소송 결과에 따른 일본 정부 자산의 현금화 문제는 한일관계를 파국

으로 몰고 갈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2021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데, 당시 강조했던 ‘정상회담의 성과’는 양국 정상의 만

11. “岸田首相、対中国「言うべきことはしっかり言う」…民主主義や人権対応に「いかがかと思う」,” 読売新聞,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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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위한 기준을 높였으며, 이는 향후 정상회담 개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시 정

상회담을 추진하며 한국은 ‘성과’로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12 이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라는 일본의 입장과 대치된다. 이에 더하여 강제징용 판결 결

과 동결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소

송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여 당

장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

어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과 대화의 가능성을 시작부터 차단

함으로써 향후 정상회담 개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22년 양국의 국내정치적 변화는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 등 주변국

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고치카이의 일원이자,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시다 총리 그리고 하

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대신의 등장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내각에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13 기

존의 아베-스가 내각과 동일하게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22년은 COVID-19 이후 한일 양국 모두 경제 회복을 추진하며, 기존에 중단되었던 민간 교류

의 점진적 재개,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경을 넘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수출규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문제 등 역사,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하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양국은 역내 유일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공동 번영과 상생을 위해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

하고, 중요한 관계이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과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현재의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며, 갈등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

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조건부 유예’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GSOMIA

의 정상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보건, 환경, 재난 등 국경을 초월하는 

역내 공동과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기술혁신, 디지털 통신, AI, 빅데이터 등 포스트 

COVID-19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韓 ‘수출규제 철회’ VS 日 ‘과거사 해결’…文방일 조건 ‘줄다리기’”, 동아일보, 2021년 7월 12일자.

13. “아베·아소 반대 뚫은 하야시 日외상 ‘한일 갈등해법, 韓이 내야’”, 중앙일보, 2021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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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권위주의 연대로 중화질서의 재건 모색

■  2021년 평가

1.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당에 대한 지지 확보 및 내부결속 강화

2021년 시진핑 정부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통치해 온 중국

의 발전 성과를 선전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림 1.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공연, ‘위대한 여정(伟大征程)’

출처: Reuters.

시진핑 정부는 2021년 초 탈빈곤과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실현을 선언한 데 이어서 

시진핑 사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알리바바(Alibaba), 디디추싱(Didi Chuxing) 등 플랫폼 독점 기

업에 대한 제재,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통한 소득 분배, 사교육, 연예, 게임 활동 등에 대한 대대

적인 ‘정풍 운동’을 추진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빈부격차, 교육비 지출 부담 등 

중국 사회 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했고 이를 정치 선전에 활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담화에서 “어떤 외부세력이 중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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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으려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

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임을 선언했다.1 여기에서 시진핑은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

을 인용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웠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키고 서구 열

강에 대한 반감과 애국주의를 고취했다. 홍콩특별구 선거제도 개정을 통한 애국자치항(爱国者治
港,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실시, 빈과일보(苹果日报) 폐간 등 홍콩 내 민주화 세력 탄압, 대만

에 대한 군사, 외교적 압박 강화 등 홍콩 및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시진핑 정부

가 서구 열강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화민족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

로 해석된다.

2. 미국 및 민주주의 연대에 강경 대응하며 권위주의 국가들과 연대 모색

대외적으로 중국은 자신을 압박하는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올해  

3월 미국의 체제 비난에 맞서 ‘2020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2020年美国侵犯人权报告)’를 발행

한 데 이어서, 양회(两会) 기간 진행된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기자회견과 3월 미중 앵커리지 회

담에서도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세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

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민주주의 주입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모색했다. 앵커리지 회담 후 왕이 

외교부장이 중동 6개국을 순방하며 ‘내정불간섭(Non-intervention)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민주주의 주입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중국은 반테러리즘과 지역 안정을 명목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물론, 이란 등 중근동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으로 대규모의 축하 행사가 열리지 않았지만, 7월 북중우호협력조약 60주년을 계기로 북

중은 ‘피로 맺어진 우의 관계’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북중우호협력조약은 2041년까지 20년 연장

되었고, 중국은 북한과의 우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3. 미국의 역내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A2/AD 전략 강화

올해 중국이 간쑤성 위먼(玉门) 지역에 120여 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하미(哈密) 지역에 

110여 개 등 총 250여 개의 미사일 격납고를 건설 중인 것이 관측됐다.2 또한,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인 둥펑(东风)-26을 110기(2020년 

대비 53% 증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인 

쥐랑(巨浪)-2는 72기(50% 증가)로 다목적 전폭기인 젠(歼)-16은 150대(150% 증가)로 확충

했고,3 첨단 전투기 발진 시스템을 갖춘 세 번째 항공모함도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미국

1. “习近平: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中国政府网, 2021.07.01. 수정, 2021.12.21. 접속.

2. Matt Kordo and Hans Kristensen, “China Is Building A Second Nuclear Missile Silo Field,”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21.07.26. 수정, 2021.12.21. 접속.

3.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21,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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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공모함은 물론,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은 ‘반(反)

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역내 군

사력 투사를 적극 억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2022년 전망

1. 시진핑 3연임의 공식화

2021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19기 6중전회)

는 2022년 하반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의 개최를 공식화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에도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와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는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에 군사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에 대한 

독점 권한을 제공하는 「국방법」이 개정됐고, 3월에는 시진핑의 중요 발언과 정책이 반영된 「14.5 

규획」과 2035년 장기발전 목표가 공식화됐다. 특히, 19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당의 100년 분

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
历史经验的决议)’는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중국 공산당 내부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암

시하고 있다. 차기 지도자가 불명확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2년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3연임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것은 중화 질서의 재건을 모색하는 시진핑 정부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2.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갈등 확대

2022년 2월에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중국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은 차

치하더라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식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방역정책 기조를 유지

하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모색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식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함에 따라 중국과 다른 국가

들 간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을 선언했고,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이콧 움직임이 국

제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의 보이콧 선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계올림픽 개최 시점이 다가올수록 보이콧 관련국에 대해 강

경한 외교적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 전후로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 간의 

가치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될 수 있다. 또한, ‘민족단결(民族团结)’과 ‘문화정체성(文化认同)’을 강

조하는 시진핑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조선족 등 소수민족 문화를 포함한 중국 문화를 선

전하며 민족 간의 화합을 모색한다면, 이를 계기로 한국 등 주변국과의 문화적 갈등이 확대될 가

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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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20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호소하는 시위대

출처: Reuters.

3. 핵심이익 수호를 명목으로 한 전랑외교의 확대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 기후변화 등으로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지만, 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2022년에도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

화될 것이다. 시진핑의 3연임은 집단지도체제와 정치지도부의 세대교체에 대한 정치적 관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이에 대한 국내 불만을 해

소하기 위해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려 할 것이다. 즉,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의 수호

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당당하게 싸우는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만 및 홍콩 문제,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결된 문제에서 소위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를 펼치며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 및 협력국

에 대해서도 외교적 공세와 경제 제재를 노골적으로 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중

국과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이 첨예화될 수 있다.

4.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발할 가능성 높아

2022년에도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편승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

위를 확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주장할 것이다. 미국 역시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인도-태평

양(Indo-Pacific)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대만여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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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Travel Act)」과 「타이베이법(TAIPEI Act)」을 기반으로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

발할 것이다.

미국과 대만에 대만의 독립은 불가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시진핑 3연임 및 

‘사회주의현대화강국(社会主义现代化强国)’이라는 새로운 목표 추진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는 무력시위 등을 활용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 동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다음과 같은 군사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가. 대만해협에 대한 회색지대 분쟁 전략4

2022년에 중국은 대만 내 반중 정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만 내 가짜뉴스 배포, 사이버 해

킹 등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21년에 개정된 

「해경법」(2021년 2월 발효)과 「해상교통안전법」(2021년 9월 발효)을 기반으로 해경 및 해상 민

병대를 이용해 해상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두 법안은 그 적용 범위를 연안수역에서 중

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으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에 대한 해경의 무기 사용 허가, 외국 선박에 대한 사전 통보의 의무 및 강제도선 의무 등

을 포함하고 있다. 해경이 정규군보다는 민간의 성격이 강한 만큼,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모

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이용해 대만해협에서 해경 및 해상 민병대의 도발적 행동을 확대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회색지대(gray zone) 분쟁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대만해협의 현상을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

나. 대만 주변 해역 및 본섬에 대한 미사일 훈련 

중국은 대만에 대한 둥펑-11, 둥펑-15, 둥펑-16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위협 공격을 실행함으로써 대만 내에 안보 불안을 조성하려 할 수 있다. 이미 중

국 인민해방군은 대량의 SRBM을 대만과 근접한 푸젠성과 광둥성에 배치하고 있다. 중국군이 대

만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혹은 대만의 영공을 통과하도록 미사일을 발사하며 강도 높은 군사도

발을 감행할 수 있다. 대만인들은 이에 안보 위협을 느끼고 정부의 독립노선에 반발할 것이다. 이

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교훈을 줬다면서 미사일 위협 시위와 대만 내의 

안보 불안을 국내 정치 선전에 이용할 것이다.

다. 대만 주변 섬 점령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일환으로 푸젠성 인근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편

승한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 중국은 

4. 회색지대 분쟁 전략은 실제적인 군사력 사용을 회피하면서도 상대국에 대한 다양한 공세적 행동으로 전략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사적 수단은 물론, 가짜뉴스 확산, 경제 제재, 해킹 등 비군사적 수단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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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먼다오(金门岛)나 펑후열도(澎湖列岛)를 점령하

려고 시도할 것이다. 중국군이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목표 섬 내 대만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타격을 실시한 후에 동부전구의 집단군이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면, 대만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미

군의 군사력이 투사되기 전에 점령 작전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대만해협에서의 직접적 무력충돌을 감행

하기보다는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동계

올림픽과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시진핑 정부에게

는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며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를 유

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5. 권위주의 국가들과 연대 확대로 진영 간 대립구도 형성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중국은 내정불간섭의 원칙하에 아프간 탈레반 정부와 우호협

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에 합의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의 

지속적 확대와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ETIM)의 활동 

축소를 모색했다. 아프간 사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를 틈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중근동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연대에 

대항하기 위한 권위주의 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그림 3. 탈레반 2인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회담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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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정부가 ETIM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면, 중

국은 이란, 파키스탄, 아프간을 아우르며 이슬람 권위주의 국가들과 반미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아프간 내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가 활성화되더라도, 중국은 대테러 활동을 명

목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등 아프간 주변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은 이

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방 

측 해석을 부정하고 각 국가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중국과 권위주의 국가들 간 대테러 군사 협력의 확대는 일대일로의 추진과 맞물려 중앙아시아 및 

중근동 지역 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연대

가 가시화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 지역을 시작으로 미중 경쟁이 진영 

간 대립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동북아 지역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중국은 아프간 사태 이후 강화하고 있는 러

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 등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미국의 동맹외교에 

대응하고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상황이 호전

되고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다면, 시진핑 정부는 북중 교역 재개 및 경제 지원을 통해서 북한

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항미원조(抗美援朝)를 강조하며 북한

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자신의 대북 영향력

을 발휘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북아 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가시화될 수 있다.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한중 양국의 국내 정치 

일정,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 COVID-19로 인해 단절된 인적, 문화 교류 등으로 인해 양자 관계

의 회복과 발전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2022년 대중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 연대를 모색하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비록 한국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협

력 수위를 조절하려 할지라도, 중국 정부가 이것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

한다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중수교 30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22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한국에 압박과 회유를 가함으로써 동북아 내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중국의 전랑외교가 한국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국은 중국의 외교적 공세나 경제적 보복은 물론이고,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인한 해

상 충돌,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 논쟁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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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강대국 복귀의 필요조건 마련,

그러나 부족한 충분조건

■  2021년 평가: 지정학적 틈새를 공략하는 ‘저비용 고효율’ 대외정책

2021년은 러시아가 자유주의 질서의 균열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틈새를 공략하는 ‘저비용 

고효율’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해로 기록

될 것이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된 제8대 국가두마(하원) 선거에서 집권 통합러

시아당은 단독 개헌이 가능한 총 324석의 의석을 확보했다.1 통합러시아당의 승리는 경제 침체, 

연금 개혁,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대처 미흡과 낮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얻은 승리였다. 이로써 푸틴 대통

령은 2024년까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으며 ‘강대국 러시아 복귀’라는 집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관계 조성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2021년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이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근외지역(Near Abroad)2 안정화에 주력하였

다. 벨라루스와의 국가 통합,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의 제도화 

및 실질화 등 소위 ‘러시아의 앞마당(Russia’s front yard)’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9월 9일 벨라루스와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연합국가 창설을 위한 법률 단일화, 단

일 금융 및 에너지 시장 조성을 포함하여 총 28개 로드맵에 합의하였다.3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벨라루스를 완전하

게 통합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유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지정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5월 21일에는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를 화상회

의 형식으로 개최하였는데, EAEU 회원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유럽과 중국을 연결

하는 교통 회랑을 건설하고 화물의 통관을 간소하게 하는 무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EAEU가 제도로 작동하게 하는 조치이다.4 EAEU의 통합을 가속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

즈(Kavkaz)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Итоги выборов в Госдуму — 2021,” РИА Новости, October 6, 2021.

2. 근외지역은 소련의 해체 이후 형성된 독립 국가를 가리키며, 러시아 연방과 국경을 마주하거나 인구 구성의 상당수

가 러시아계인 곳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

이잔,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3. “러-벨라루스, ‘국가통합’ 구체화…푸틴-루카셴코 ‘로드맵’ 합의”, 연합뉴스, 2021년 9월 10일자.

4. “Высший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вет одобрил основные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риентиры 

стран ЕАЭС на ближайшие 2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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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2020년 선거 유세 기간에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주적(opponent)’이라고 지적하

는 등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5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결합되

어 미러관계는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6월 16일 제네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바

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해킹, 미국 대선 개입, 나발니(Alexei Navalny) 문제, 러시아 내 미국 언론 

기관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벨라루스 이슈, 미국의 러

시아 야권 지원에 의한 내정 간섭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정상회담은 국제질서에 대해 양국이 가지

고 있는 인식과 가치의 차이, 이로 인해 생긴 균열과 다양한 지정학적 이해를 두고 갈등하고 대립

하는 관계를 단기간에 해소하지 못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6 하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

니었다. 전략무기 통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전략 분야에서 예측성을 담보하고, 핵전쟁 위

협을 낮추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

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을 대체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정 체

결에 관한 양자 대화와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하였다.

그림 1. 2021년 6월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

출처: 러시아 대통령궁.

5. “Biden Calls Russia an ‘Opponent,’ Views China as ‘Serious Competitor’,” Yahoo News, September 19, 2020.

6. “Biden and Putin conclude high-stakes diplomacy at Geneva summit,” CNBC, June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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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냉랭한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 6월 

13일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서방은 러시아의 나발니 독극물 테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하

고,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였다.7 또한 미러 정

상회담 직후 6월 23일 흑해에서 NATO의 합동 군사훈련 중 영국 군함이 크림반도 연안 영해를 

침범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었다.8 그리고 10월 초 NATO가 러시아 대

표부 직원 8명을 무더기로 추방하자 러시아 외교부가 11월부터 NATO 주재 러시아 대표부를 잠

정 폐쇄하고 모스크바 주재 NATO 연락사무소 활동도 중단시키면서 양측 간 긴장은 높아졌다.9

서방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역사적으로 최고의 관계로 발전했다. 

미러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사이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모스크

바를 방문하였고, 미러 정상회담 직후인 6월 28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중국 주

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2001년 체결된 러중 선린우호협력조약(Russia-China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10 러시아와 중국

은 유라시아 지정학 이슈에 한목소리를 내고 8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했다. 

10월 양국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합의하였고, 11월 1일 북한의 

해외 취업 금지조치 해제,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결

의안 초안을 유엔(United Nations, UN)에 제출하기도 했다. 10월에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

토크 인근 표트르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중국과 연합 해상훈련 ‘해상연합-2021’을 실시하였다.11

러시아는 터키와의 관계 개선, 이란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복원 협상 재개 촉구, 시리아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 지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

(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Plus, OPEC+)를 통한 사우디아라

비아와의 에너지 협력 모색 등 중동에서도 자국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했다. 9월 러-터키 정상회

담에서 터키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S-400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였다.12 또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여 시리아 영토의 90% 이상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13

러시아는 OPEC 플러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한 행위자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2021년 2분기부터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증산 요청에도 러시아는 OPEC 플러스와 기존에 합의된 증산 계

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에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유럽 수출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제재로 

  7. “G7 demand action from Russia on cybercrimes and chemical weapon use,” Reuters, June 13, 2021.

  8. “Russia says it fired warning shots at a British warship in the Black Sea. It didn’t, says U.K.,” The 

Washington Post, June 23, 2021.

  9. “Россия приостановит работу сво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при НАТО,” РБК, 2021.10.18.

10. “시진핑·푸틴, 화상 정상회담...‘중국과 러시아 긴밀한 협력’”, 아주경제, 2021년 6월 28일자.

11. “동해상 러-중 연합 해상훈련 종료…‘신냉전’ 와중 사흘 훈련”, 연합뉴스, 2021년 10월 18일자.

12. “푸틴-에르도안, 1년 반 만에 대면회담…‘양자·국제 현안 논의’”, 연합뉴스, 2021년 9월 29일자.

13. “러시아-시리아 정상회담...‘시리아 내 외국군, 국제법 위반’”, VOA, 2021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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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이 미뤄진 해저 천연가스 송유관인 ‘노드스트림-2(Nord Stream-2)’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

해 유럽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북한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한반도에서 협력의 무게 중심이 한국으로 기울기는 하였지만, 러시아 정부는 기본

적으로 한반도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해양세력 간 안보, 경제 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편중된 외교경제 협력은 한반도 내 러시아의 전략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게 할 것이기에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외시하지 않고  

있다. 2021년 11월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에 제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  2022년 전망: 유라시아 공간에서 존재감과 영향력 증대

2022년 러시아는 미중 패권경쟁과 新냉전 구조, 이에 의해 만들어진 지정학적 균열이 만들

어내는 기회를 포착하여 보다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강대국 

복귀를 위한 충분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이슈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은 냉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강대국 간 합의가, 더 정확하게는 

러시아의 동의가 없었다는 불만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방과의 대립 구도가 인식, 가치

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에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라시아 근외국가와 협력

을 통해 보상받고자 할 것이다. 그 가운데 러시아의 21세기 과제인 극동과 북극 개발 동력을 확

보하기 위해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저비용 고효율 방식을 통해 꾸준하게 추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反서구 연대와 상황적응적 임시방편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해 외교정책이 모순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

는 국가들에게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 기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미중 패권경쟁과 新냉전 구조를 기회로 인식

푸틴 대통령은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강대국 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서

방에 불만을 계속 제기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중 패권경쟁과 新냉전을 자국이 관여할 수 있

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국가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오랜 경제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긴장, 경제 제재 및 국제 에

너지 시장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인해 악화되었다. 미국과의 관계는 공화당 시절 더 많은 협상 타

결이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정권과의 관계 개선은 한계를 가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서방 국가들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지만 결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서방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융 및 자본, 첨단기술, 

자원의 안정적인 판매처 역할 등을 중국이 대체하여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중

국은 아직 미국과 독일을 대체해 러시아가 원하는 기술, 자본을 러시아 내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권 이외 국가 가운데 보상적 차원에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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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와

의 협력 가능성은 계속 고려될 것이다.

2. 근외지역 안정과 유라시아 공간에서 역할 증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근외국가들은 러시아가 유라시아 공간에서 역할을 제고하는 

데 있어 가장 안정되어야 할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서구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지원을 통해 구소련 국가에서 일련의 색깔 혁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낮은 백신 접종률과 경제 침체로 야기된 사회불안 등으

로 정권이 위협받는 주변 국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외지역에서 쿠데타를 포함해 러시

아의 이익을 위협하는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러시아의 국익에 벗어나는 정권

이 탄생한다면 무지막지하게 접근하여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가 있을 전망이다. 2021년 후반부에 들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함에 따라 2022년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4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면 집

단안보와 공동대응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으려 한다. 현

실적으로 침략할 가능성보다는 이를 통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선적인 목적

일 것이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의 경우처럼 침공이라는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국가 주도 경제구조를 가진 유라시아 내륙 국가들은 시장의 논리만으

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연대를 형성하면 할수

록 이들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과거 소련이 통제

한 공간을 넘어서는 지리적 범위로 자국의 지정학, 지경학적 지평을 다시 확대하고자 하는 러시

아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리한 국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확대 유라시아 동반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

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 간 정치경제 시스템의 차이가 커서 유효한 역내 협력을 만들

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내륙 국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러시아는 자국의 자원의존 경제구

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극동과 북극 지역이 변경(邊境)이라는 점에

서 내부적인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접경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삶의 공간을 내부적으로 동쪽과 북쪽으로 확장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EAEU와 상하

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남쪽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구소련 영토 이전보다 더 넓은 지리적 범위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

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14.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美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초강력 경제 제재’”, 서울경제, 2021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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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태시장에서의 에너지 경쟁 심화, 북극 개발과 수소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

기후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의장국을 수행하는 동안 북극 개발의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북극의 야말(Yamal)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수출이 본격

화되면서 북극항로 운항의 상시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캄차카(Kamchatka) 천연

가스 환적 터미널, 극동 즈베즈다(Zvezda) 조선소 현대화 등 러시아의 환동해 항만 인프라와 조

선산업 발전에 공을 들일 것이다.

러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국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파이프라인 천

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PNG)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LNG 수출을 통해 시장 변화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극항로 물동량은 2021년 3,500만 톤 달성이 예상되

는 가운데 2024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을 8,000만 톤까지 늘리라는 2018년 5월 푸틴 대통령

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상시 운행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15

그림 2. 북극 야말 가스전

출처: Reuters.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 소극적이지만 점차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다. 러시아는 탈탄

소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천연가스와 원전, 수소에너지가 교량(brid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15. “러시아 정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15년 중장기 전략 확정”,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0.01.09. 

수정, 2021.12.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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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자국이 기여할 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다. 기후변화

와 관련하여 당장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수소경제 구축이다. 러시아는 수소에너지의 낙

관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주요 수소 수출국이 되

는 데 관심이 크며 독일과 동북아 국가들을 핵심 파트너로 판단하고 있다.16

4. 첨단과학기술로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및 뉴노멀 상태 타파 시도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내부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2022년에

도 계속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클라우드 등 높은 수준의 과학기

술을 적용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7년 3월 국

가기술구상(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

화를 적극 추진해 왔는데, 2022년에 러시아는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안보와 연계하는 전략을 적

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에너지 경제 협력 부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에너지의 경우, 대

북제재나 안보상의 문제로 PNG 협력은 불가능하겠지만, LNG 분야에서의 협력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미러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

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타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러 협력도 제약

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했던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 문

제에 관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는 것에도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주요 목표가 세계질서 재편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문제

에서 러시아를 소외시킨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16. “러시아, 수소 수출 이익 연간 1,000억 달러, 2030년 세계 수소시장 20~25% 차지”, Pax Eurasia, 2021.04.15. 

수정, 2021.12.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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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적 재건, 리더십의 재편 그리고 대외정책의 재정립

■  2021년 평가: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전

2021년 들어 유럽은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의 충

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 방역 상황에 부침이 있지만,

대체로 방역의 고삐가 점차 완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으로의 복귀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

으로 보여졌다. 이에 따라 유럽의 경제도 기지개를 켜는 추세였다.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문

제가 되고 있고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불안정성과 물류 대란,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회복세가 발목을 잡히고 있고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풀었던 유동성이 인플레이

션을 촉발할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해 경제 상황은 크게 개선된 바 있다. 다만 

COVID-19의 변이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영국은 아직 브렉시트(Brexit)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 인력 다수의 급격한 이탈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북아일랜

드 문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아 EU와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1 그 외 주영국 EU 대

사 예우 문제, 어획량 쿼터, 식품위생 기준과 같은 사소한 이슈를 두고 EU 및 회원국들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월 최근 도버해협을 횡단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던 것처럼 특히 프랑스와의 감정 대립이 빈번하다. 

영국과 EU 및 회원국 간의 관계가 쉽사리 파국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작은 실랑이가 쌓이다 보면 

장기적으로 대내외적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협력과 연대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외교적 관계에 대한 사려 깊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브렉시트 과정에서 양

극화로 치달았던 영국 내 국론 분열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 통합 방안

의 모색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1년 9월에는 독일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고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처음부터 대연정의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어느 두 정당을 합

1.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전 아일랜드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모두 EU 회

원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는 더 이상 회원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아일랜드와의 물

리적 국경이 복원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어렵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

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평화 유지를 위해 영국과 EU는 당분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통행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영국 본토(브리튼 섬)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물적 이동을 통제하

기로 합의했었는데, 영국 측이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

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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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도 의석수가 과반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표가 갈려 적어도 3개 정당의 의석을 합쳐야만 정부 구

성이 가능한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 양측 중 어느 정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구성될지 미지수였다. 결국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 간의 연립정부가 

세워지게 됐고,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전 독일 총리가 이끌었던 기민/기사 연합과의 대

연정으로 재무장관을 지낸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새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2021년 독일 총선에서는 주류 정당의 지지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유럽 전반적인 현상이 

재현됨으로써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균열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번 

독일 총선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는 메르켈 총리의 퇴진 때문이었다. 지난 16년간 탁

월한 리더십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EU를 이끌어온 메르켈 총리의 빈자리를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가 채울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유럽은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5년 난민 위기를 전후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과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극우파가 빠르게 세력을 키웠다. 지

난 수년간 극우파의 확산세는 둔화되었으나 중부 유럽 국가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 세력으

로 뿌리를 내리면서 EU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폴란드 헌법위원

회는 오랜 기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노력과 EU 회원국 사법 공

동체의 협조로 확립된 ‘EU법 우위의 원칙(The Primacy of EU Law)’2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폴란드와 헝가리는 사법부의 권위,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정권

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EU 회원국으로부터 커다란 반

발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민주적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그 운용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비자

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현상이 EU 회원국인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있지만, 러시아와는 긴장이 높아졌고 중국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유럽과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불협화음을 뒤로하고 

종래의 우호적 관계로 회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를 경험한 유럽

은 언제 다시 제2, 제3의 트럼프가 등장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 8월 미국의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빚어진 혼란을 경험하면서 유럽은 독자적 외교안보 역량 확보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3 그러나 

전략적 자율성의 구현이 유럽과 미국의 결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과 미국 모두 러시아와 중

국의 위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협력관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2. EU법과 회원국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회원국 법률보다 EU규범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3. 전략적 자율성의 의미는 명확히 정의된 바 없다. 주요 물자의 자급자족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트럼프 행정부 시

절 신뢰성이 낮아진 미국에 대한 학습 효과로 EU가 추구하게 된 독자적 방위 역량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앞장서 주창하고 있어 2022년 프랑스가 EU 순환의장국이 됐을 때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 EU will try to work out what ‘strategic autonomy’ means,” The 

Economist, November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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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지막 각료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와 올라프 숄츠 차기 총리

출처: Reut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양자 관계 재건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에 회의를 갖게 하는 사

건이 있었다. 2021년 9월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새로운 군사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할 

것임을 공표하자 프랑스가 주미, 주호 대사를 소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

해 미국-유럽 관계가 회복 불능의 경색 국면에 빠진 것은 아니다. 2021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

스 대통령이 봉합의 장면을 연출했고, 당분간 앙금은 남아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프

랑스 관계 및 미국-유럽 관계는 정상화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는 긴장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

사 훈련 및 병력 증강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였고, 에너지 무기화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벨라루스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중동 난민을 받아들여 이들을 폴란드 국경 지대로 데려가 폴란

드 진입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EU의 내부 분열과 불안정을 조장하는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되는 

등 유럽과 러시아는 많은 사안에서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한편 유럽과 중국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2020년 12월 양자 간 ‘포괄

적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을 체결하며 그간 악화일로에 

있던 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21년 3월 EU가 신장위구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법 구금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의 관련 인사와 기관에 자산 동결

과 입국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또한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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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커스 출범 당시 바이든 대통령, 스콧 모리슨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

출처: 연합뉴스.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4에 대해 맞불 제재 조치

를 취하면서 중-EU 양자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는 5월 중국과의 CAI 비준 절차를 중단했고, 앞서 4월에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9월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을 발표했다. 9월 발표된 EU의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견제 

대열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 국면에 있어 유럽이 어떤 입장을 취

할지를 가늠케 해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전망: 재편과 재건

1. 경제적 활력의 모색과 리더십의 재편

유럽 대내적으로는 COVID-19에 대한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

한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방지 및 적응을 위한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디지

4. “압박 본격화하는 美 동맹국… 북·러 밀착 등 물러서지 않는 中”, 세계일보, 2021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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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많은 정책적 관심과 자원이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의 EU 원칙에 대한 도전과 이로 인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EU는 이 국가들에 대해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조

기금이나 COVID-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난민 유입, 브렉시트 등 연이어 유럽을 강타했던 일련의 위기 상황 속에서 불거졌던 회원국 간의 

분열과 반목을 딛고 결속력을 재건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EU에게 유럽통합의 규범적 

원칙(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권력 분립, EU법 우위)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 관계

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2022년 4월에는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대선

이 있을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의 신임 총리 

올라프 숄츠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가 큰 관심사다.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 간의 팀워

크가 유럽통합의 향배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메르켈 

총리의 독일이 리더십을 발휘했고 프랑스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프랑스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가 집

권 초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내외적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향후 유럽 차원의 리더십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질서의 재편과 유럽의 선택: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당분간 유럽의 가장 큰 안보 현안은 러시아와의 갈등일 것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

이나 현 정권의 친서방 노선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 및 병합한 전력이 있는 푸틴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정책 행보를 상기

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유럽에게 최대 에너지 공급원인 동시에 최대 안보 위

협이라는 점에서 2022년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유럽의 최대 과제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유럽의 대외정책 의제로서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경제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 있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며 대만

해협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간이다. 2021년 9월 EU 집행위원

회는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 글로벌 현

안 대응, 신속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기반 조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적극적

인 관여를 통한 역할 강화를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EU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민주주의, 법치, 

인권,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등에 있어서의 진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보편적 가치

의 공유와 확산이 이 전략의 중요한 목표이자 전제 조건임을 명시했다. 최근 미중 간 지정학적 경

쟁이 격화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인근 국가들 사이에 빠른 속

도로 군비 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등 커다란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EU는 이 지역 파트너들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발

전시키고,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를 모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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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

가(like-minded partners)’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행태

와 EU 회원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간섭의 증가가 유럽 국가들의 대중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

다. 이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야기됐던 글로벌 공급사슬의 문제점에서 드러났듯이 중국

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지나치게 심화됐던 것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결과이다.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EU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서로 연관된 두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와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존재감 강화를 위해 EU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투사

하는 한편 투자와 원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군력의 투사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EU가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파견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체적인 해군력을 늘리거나 새

로 전개해 중요한 해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투자와 원조도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이 지역과의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구상되고 있다.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여해 인적, 물적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

화 및 인적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참여해 이 지역 국가들의 디

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유럽과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 활용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

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와 연대 강화를 위한 틀로 EU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협력

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 등 규범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EU의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이 대중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유럽은 냉전 상태로의 회귀를 적극 막고자 한다. 냉전의 재현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나 이익에 크게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은 미중 간 갈등이 고강도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가능한 협력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갈등이 있더라도 저강도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equidistance)를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치와 규범의 동질성, 그리

고 안보 협력관계에 있어 유럽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훨씬 가까울 수밖에 없다.5 인도-태평양 전

략에 있어서도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분명 온도 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

역의 현상 유지, 나아가 현상 강화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배를 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정주의 세력은 중국이다. 인도-태평양에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중국

5. Volker Perthes, “Dimensions of Strategic Rivalry: Chin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s Place,” China Int 

Strategy Rev. 3, 56–65 (February, 2021); Barbara Lippert and Volker Perthes, “Strategic Rivalry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Causes, Trajectories, and Implications for Europe,”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April, 202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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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 및 유럽과의 대결이 그 질적 속성인 것이다. 미국과 한배를 탄 유럽

은 가능한 한 중국과의 파국을 막고 대결 양상을 연착륙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

만 유럽이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은 미중 각축에서 미국의 편에 기울고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은 스스로를 ‘규범세력’으로 지칭한다. 보편적 가치의 구현이 외교정책의 주요 목

적인 것이다. 최근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정치의 중력은 유럽과 

미국의 관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공히 가치외교의 기반 위

에서 전개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유럽과는 ‘뜻을 같이하는 동반자’이면서 미국과도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는 우리로서는 미-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적극 활용해 비확산, 인권, 항행의 자유, 기후변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유럽-미국 3각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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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중심성의 재건?

■  2021년 평가: 안팎으로 도전 당한 아세안 중심성

2021년 동남아시아는 미중 新냉전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런 동남아를 둘러

싼 전략 상황은 2021년 한 해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미중 전략경쟁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다

른 양태를 띨 지 모른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특히 기술과 무

역 부문에서 압박을 이어나갔다.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미중 경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 미중 경쟁의 심화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더 큰 전략

적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대동남아 관여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져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1이 강화될 것이

라는 기대도 점차 사라졌다.

동남아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2021년 초 출간된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에서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에 이런 기대가 잘 드러난다.2 미국의 대동남아 관여가 증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남아 

여론 주도층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에는 13.3%, 2020년에는 9.9%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예상한 2020년 말에는 68.6%의 응답자가 관여가 증가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도 2020년 34.9%에서 2021년에는 

55.4%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미국이 동남아 방면에 보여준 관여는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의 

방문은 전혀 없었고,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이 8월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

문한 것이 최고위급 방문이었다. 이 방문도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을 건너뛰고 올해 의장

국인 브루나이도 생략한 채 현재 동남아에서 가장 미국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만을 대상으로 했다. 동남아 외교장관들과 화상 회의를 개최하려던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로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귀국하기도 했다. 미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 외교나 동

남아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백신 외교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이런 정도의 관여 수준으로 

1. 아세안 중심성은 지역의 국제관계 및 다자협력에서 가장 오랜 경험이 있는 아세안이 중심에 있다는 개념으로 약

소국의 모임인 아세안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의미 있는 행위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이에 관해서는 

Richard Javad Heydarian, “At a Strategic Crossroad: ASEAN Centrality amid Sino-American Rivalry in the 

Indo-Pacific,” Brookings Foreign Policy (April, 2020)을 볼 것.

2. Seah, S. et al.,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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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략 환경의 악화라는 ‘외환’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안 ‘내우’도 두드러졌다. 2021년 2월 미

얀마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다. 늘 아세안의 골칫거리였던 미얀마는 2015년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 이행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2월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는 이런 기

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아세안 전체를 고민에 빠지게 했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

간인에 대한 탄압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미얀마에 집중되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 탄압에 대해 아세안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아세안은 미얀마를 포함한 임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미얀마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미

얀마 군부와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 중재를 하려던 아세안의 시도는 군부의 비협조적 태도

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아세안은 아세안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회원국 내 중대한 문제도 해

결하지 못하는 아세안의 한계만 노출했다. 아세안 특사를 수용하고, 특사의 중재로 사태를 안정

시킨다는 아세안 정상 간 합의가 미얀마에서 실행되지 못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져

갔다. 결국 아세안은 2021년 10월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를 초청하지 않는 강도 높

은 조치를 취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현 미얀마 상황을 바꾸는 데 긍정적인 역

할을 하지 못했다.

그림 1. 미얀마가 제외된 2021년 10월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출처: ASEAN.

미얀마 문제가 갑작스럽게 불거진 ‘내우’라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상황은 2020

3. “ASEAN in unchartered waters as it snubs Myanmar junta chief Min Aung Hlaing,”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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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다. 2021년에는 델타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는 더욱 큰 문제를 떠안았다.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델타 바이러스 전파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다소 효과적 대응을 했다

고 평가되었던 베트남도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다. 2021년 5월까지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 수

는 4,000여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델타 변이와 함께 2021년 5월에서 6월까지 한 달 사이 누

적 확진자는 9,000명대로 두 배가 증가했다. 2021년 7월까지 1,000명이 넘지 않았던 하루 확

진자 수는 7월 1,000명대를 넘어 10월에는 13,000명대까지 증가했다.4 쿠데타로 인해 내정 불

안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백신 공급도 부족하

고 대부분 중국산 백신에 의존하고 있어 그 효과도 의문스럽다.5

■  2022년 전망: 아세안 중심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한계

아세안 중심성의 약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아세

안 중심성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별다른 반전은 없었다. 오히려 미얀마 사태로 아세안의 

취약성만 더욱 부각되었다. 2022년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성의 회복을 원할 것이나 아세

안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이런 아세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아세안의 가

장 큰 고민은 대외적으로는 미중관계의 전개 추이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일 것이다. 

일관성 없는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은 미중의 직접적 충돌만큼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전략적 불확

실성을 높이는 변수다. 대내적으로는 아세안 내 대표적 친중 국가로 분류되는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미얀마를 포함한 몇몇 국가의 국내 정치 불안도 아세안 

중심성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1.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동요시킬 2022년 미중 경쟁

동남아 국가에게 중국의 위협 혹은 중국의 관여 및 지원은 상호 모순적이지만 이제 예측 가능

한 변수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

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COVID-19로 동남아에서 일대일로도 일시적 타격을 입기

는 했지만, 중국이 내부적으로 COVID-19를 통제하면서 이내 재개되었다.6 여기에 추가로 중국

은 ‘보건 실크로드(Health Silk Roa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백신 외교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지원

4.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Worldometer, last modified Dec. 13, 2021, accessed Dec. 21, 

2021.

5. Khairulanwar Zaini, “China’s Vaccine Diplomacy in Southeast Asia – A Mixed Record,” ISEAS Commentary 

2021-86 (2021).

6. Min Ye, “Adapting or Atrophying? China’s Belt and Roa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sia Policy 16:1 

(2021). 대표적인 예가 군부 쿠데타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미얀마 사례다. Kaho Yu,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Southeast Asia after COVID-19: China’s Energy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Myanmar,” 

ISEAS Perspective No. 2021/3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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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서고 있다.7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8

반면 미국은 2022년에도 동남아에 적극 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

국이 동남아에 적극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과 경쟁에서 보다 많은 국가를 우호적인 국가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전략은 폭넓게 많은 국가를 포섭하기

보다는 주요 국가만을 점으로 연결하는 전략인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

되는 미국-일본- 인도-호주 간 4자안보협력체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바이든 행정부의 작품인 미국-영국-호주 간 3자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등이 모두 이러한 

지향을 갖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전통적인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동남아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2022년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2020년 말 미국에 대

해 높았던 기대가 2021년 실망으로 바뀌었고, 2022년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동남아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에 고르게 관여하지 않고 특정 국가를 선호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는 동남아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동남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쿼드를 강화하고 오커스를 가동해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미국의 정책은 동남아 국가들이 찬성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최우선에 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지역적 불안정성을 더욱 높인다. 결국 동남아 국

가들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2022년 더욱 불확실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2022년 미국이 다른 방면에서 동남아의 마음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대

체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동남아에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듯하다. 동남아 국가들

은 COVID-19 팬데믹 속에 2020년보다 더 힘든 2021년을 보냈다. 효과는 다소 의문스럽지만, 

중국은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제공한 반면, 미국은 자국의 COVID-19 상황으로 적극적

으로 대동남아 백신 외교를 펼칠 여유가 없었다. 2022년에도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미국이

COVID-19에 대한 대응과 대동남아 백신 외교에서 중요한 전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이

든 행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동남아 방면에서 미국은 한발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실패가 중국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관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동남

아 국가들이 중국의 편을 들거나 중국을 지지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일대일로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나 외교, 안보적 함의, 남중국해에서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 갈등 상

황 등 많은 변수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헤징(hedging)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동남아 국

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관망하면서 상황 및 사안별로 강대국 중 어느 한쪽과 협력하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7. Ngeow Chow Bing, “COVID-19 speeds up China’s ‘Health Silk Road,” East Asia Forum, May 26, 2021.

8. “ASEAN needs more Belt and Road money, say ministers,” Nikkei Asia, September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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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의장국 수임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분열

2022년 아세안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차기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다. 캄

보디아의 의장국 수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수가 된다. 먼저 미중 경쟁은 격화되고, 미국의 대동

남아 관여는 충분하지 않은 전략적 상황에서 약체인 캄보디아가 1년 동안 아세안을 잘 이끌 수 있

을지 의문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세안의 자율성 향상은 고사하고 1년간 벌어지는 다양한 

아세안 정부 간 회의를 주재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할 능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가 아세안 내에서 가장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국가라는 점

이다. 2012년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 초안을 중국과 논의하

고 중국의 지시로 남중국해 문제를 성명에 넣기를 거부했다. 캄보디아의 일방적 행동으로 아세

안 외교장관회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성명 없이 끝났고 이 사건으로 아세안 내 분열이 외부

로 알려졌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관여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는 아세안은 

미국을 유인하는 전략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임무를 맡은 국가가 캄보디아라

는 점은 아세안 입장에서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림 2.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출처: Reuters.

3. 국내정치의 불확실성: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그리고 미얀마

개별 국가 상황을 보면 크고 작은 정치 변동도 예상되고 2021년에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런 정치적 과제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대외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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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에서는 총리의 교체가 예상된다. 이미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은퇴를 선언했고 그 후계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통령 선

거가 기다리고 있다. 두테르테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다바오(Davao) 시장의 이

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과거 독재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아들인 봉

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매니 파퀴아오(Manny Pacquiao) 등

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선 이후 필리핀 국내 정세는 비

정치인 혹은 비주류 정치인의 당선이 예상되어 흥미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와 태국은 더 어려운 국내 상황이 예상된다. 태국은 지난 2년간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의 퇴진과 헌법 개정,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젊은 층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목소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태국의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던 레드 셔츠(red shirts)와 옐로

우 셔츠(yellow shirts)9의 대결과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정치 운동이다.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도전은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선거를 통해 재집권한 군부를 중심

으로 한 현 집권 세력이 이들의 요구에 밀려 쉽게 권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

라 정치적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얀마의 정치 상황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COVID-19 대응

도 미흡하고 경제적 추락도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2022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전반적 경제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미얀마는 큰 폭의 경제 축소, 

즉 18% 정도의 경제적 후퇴를 예상했다.10 더 중요한 문제는 권력을 차지한 군부와 이에 반대하

는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주도의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차츰 무장투쟁의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부도, 국민통합정부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적 혼란, 인명의 희생은 지속될 전

망이다.

한국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외정책이 바뀌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대아세

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연속성이다. 아세안 정책을 잘 펴놓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던 과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아세안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서 언급

한 아세안 중심성의 위기가 한-아세안 관계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아세

9. 2006년 당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태국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면서 탁신을 지지하는 세력

은 붉은 셔츠를, 탁신에 반대하고 쿠데타를 지지하며 왕정의 권위 강화를 지지하는 세력은 노란 셔츠를 입고 시위

에 나서면서 레드 셔츠와 옐로우 셔츠 사이 정치적 대립이 시작되었다. 레드 셔츠는 탁신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지

하는 서민과 빈민층이, 옐로우 셔츠는 왕정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중산층 이상 엘리트층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

해서는 Satitniramai, Apichat, “Yellow Vs. Red and the Rise of a New Middle Class in Thailand,” in Ward 

Berenschot et al., Citizenship and Democratization in Southeast Asia (Leiden: Brill, 2017) 참고.

10. “ADB Trims Developing Asia 2021 Growth Outlook to 7.1% Amid Continued COVID-19 Concerns,” 

Asian Development Bank, last modified Sep. 22, 2021, accessed Dec.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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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심성 약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는 여

전히 유지된다. 관계가 유지되는 한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의 이익에 중요하다.

오히려 아세안 중심성 약화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세안이 내부적으로 어렵고 대외적으로 도전에 처해 있을 때 아세안을 지원해주는 

국가는 강대국만큼이나 아세안에 중요한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기에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에 대한 강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꾸준히 언급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 문제와 같은 아세안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견지해온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되, 이와 같은 비판이 아세안의 한계만을 강조해 아세안 중심

성을 흔들거나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비판과 건설

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아세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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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근동 질서 재편을 둘러싼 탐색전

■  2021년 평가: 위기와 기회의 병존

2021년 중근동 지역의 정세를 결정지은 주요 사건은 이스라엘의 새 연립정부 출범,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 당선,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등이다. 이스라엘, 이란, 아프간에서 일어난 

획기적 변동은 개별 국가의 권력 구조는 물론 역내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근동 질서

를 둘러싼 위기와 복원, 그리고 반복된 혼란의 상황을 함축해서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은 2021

년 6월 14일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정치적 난국에서 벗어났다. 새로운 연립정부는 부

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를 반대하는 구호 아래 강경 우파부

터 시오니스트 좌파, 중도, 아랍 이슬람계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 구성원은 ‘팔레스타인과

의 공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나, 최장기 집권 네타냐후 전 총리가 약화시킨 자유 민주

주의와 법치의 회복에는 동의했다. 이스라엘의 새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 정당을 포함했고 

27명의 장관 중 9명이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연정의 첫 2년은 강경 우파 야미나당의 베네

트(Naftali Bennett) 대표가, 나머지 2년은 중도파 예시 아티드당의 라피드(Yair Lapid) 대표가 

총리직을 맡기로 했다. 이러한 국내 정치 안정의 회복은 이스라엘과 온건 아랍 국가 간 관계 개선

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6월 18일 실시된 제13대 이란 대선에서 낮은 투표율과 높은 무효표 속에 강경 보수파 라이

시(Ebrahim Raisi)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파가 장악한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 심사에서 당선 가

능권에 있던 온건파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이들을 지지하던 도시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투표

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제재를 막지 못한 온건파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향한 저소득

층의 실망이 라이시 당선으로 이어졌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Ali Khamenei)의 제자이자 충복

인 라이시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차기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1년 4월부

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한 이란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복원 협상은 이란 대선 직후인 6월 20일 이란 측의 요구에 따라 6차 모임을 끝으로 휴식기에 들

어갔다. 라이시 대통령은 6차례 핵협상안 내용이 의회가 법으로 만든 핵협상 지침을 담지 못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았고, 서

방 국가와 협상을 계속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란의 상황은 대내외적인 위기와 안

정의 가능성이 동시에 내재된 중근동의 불투명성을 대변하고 있다.

아프간에서는 미국이 철군 방침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인 8월 15일에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했고, 아프간 정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20년 전 미국은 탈레반 축출을 위

해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으나 전후 재건에는 실패했다. 미국의 후원을 받았지만 정당성과 역량이 

부족했던 아프간 정부는 국제원조금을 독식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고, 내부 정국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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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정부를 배제한 채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이

후 아프간 정부 내 불안과 불신이 급속히 확산됐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정부의 취약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높았으나 아프간처럼 부패

와 불신이 만연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곳에서 정부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기란 지극히 어

렵다는 옹호론도 제기된다. 재집권한 탈레반 정권은 지도부의 장악력 상실과 수뇌부의 내부 분열

로 인해 정국 안정 확보에 실패했고, 더 나아가 약속과 달리 폭압 정치로의 빠른 회귀를 보였다. 

특히 탈레반 하부 조직원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명령체계를 흔들었다. 따라

서 아프간 내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고, 아프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위기가 확

산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7월 아랍 세계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튀니지에서는 사이에드(Kais Saied) 대

통령이 경제 회생과 부패 척결의 구호하에 의회를 정지하고 총리를 해고한 후 통행 금지령을 발

표해 정국 불안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10월 이라크 총선에서는 반미, 반이란 

성향의 시아파 성직자 사드르(Muqtada al-Sadr)의 정파가 다수당으로 등극해 반외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민심을 얻었다. 이 두 나라의 정치 변동 또한 중근동 전체에서 나타난 위기와 복원, 기

회의 역동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  2022년 전망

1. 이란의 대미 강경 행보와 팽창주의 심화

라이시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당분간 지루한 탐

색전을 이어갈 것이다. 군과 의회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 이란 강경 보수파 지배연합은 미국 

제재에 따른 극심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핵합의 복원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였

으나 수개월 째 협상에 응하지 않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이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지연전

략일 수도 있으나, 파기까지 염두에 둔 수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란 지배연합은 제

재 완화로 이란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보다는 반미 구호를 앞세워 역내에 이슬람 혁명사상을 확

산시키고 친이란 세력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앞두고 유화적 메시지 차원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했다. 나아가 정부군을 돕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전선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은 사우디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

과 드론 공격을 이어갔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역시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

행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합의를 한시라도 빨리 복원한 후 중동 내 미

국의 역할을 줄이는 ‘중동 떠나기’ 정책에 속도를 내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란의 동결자산 일부 

해제, 예외조항을 둔 제한적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선에서 이란에 핵합의 복원안을 제시할 것 

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와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 등 ‘중동 떠나기’를 

가속화해 중국 견제와 기후변화 정책에 집중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제재 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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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비엔나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출처: 연합뉴스.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우라늄 90% 농축 권리를 언급하는 이란 강경파는 더욱 강수를 두고 대치

할 것이다. 더불어 이란은 미국에 복원되는 핵합의를 조약(treaty)으로 바꾸고, 향후에 다시는 파

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공식 문서로 남기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란 측의 요구대로 핵합

의를 조약으로 바꿀 경우 공화당 의원과 친이스라엘계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조약 대신 행정 협정을 선호해 왔

다. 이미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자주 완화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강경파의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이란 핵합의 복원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1

2. 미국의 ‘중동 떠나기’ 이후 UAE-이스라엘의 밀착, 사우디-이란의 화해

새롭게 들어선 이스라엘 연립정부는 이란 내 핵시설 공격 및 핵과학자 암살 작전뿐 아니라 

이란 강경파가 후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대

한 군사 작전을 이어나갈 것이다. 새 연정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달리하지만,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의 권익 향상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향한 유화 정책

은 한목소리로 추진할 것이다.

1. Mohammad Ayatollahi Tabaar, “Iran Won’t Back Down,” Foreign Affairs, November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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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UAE 이스라엘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UAE 외무장관

출처: UAE 외교부.

이란 강경파의 역내 헤게모니 추구를 우려하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은 아브라함 협

정(The Abraham Accords)으로 맺어진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이 ‘중

동 떠나기’와 중동 지역 미국 군사력 재편성의 일환으로 UAE, 바레인,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지의 미사일 방어체계, 비행중대, 군 병력 감축 계획을 밝힌 이상 수니파 걸프국의 안보 불안은 

커질 것이다.2 중동에서 자국의 역할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동맹 및 우방국이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구축한 새로운 연합을 지지할 것이다. 이미 UAE, 바레인, 이스라엘, 미 중

부사령부 해군구성군(U.S. Naval Forces Central Command, NAVCENT)은 홍해에서 다자 해

상 안보 훈련을 했다.

한편, 수니파의 대표국인 사우디는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이라는 위상을 감안

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대열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소국 바레인의 대외정

책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면서 아브라함 협정과 수니파 걸프국과 이스라엘 간 데탕트를 후

방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사우디는 역내 미국의 공백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최대 라이벌인 시아

파 종주국 이란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일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자국 내 시아파 반정부 인

사들을 처형하자 이란에서 사우디 공관에 대한 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양국은 국교 단절을 선언

2. Gordon Lubold, Nancy A. Youssef and Michael R. Gordon, “U.S. Military to Withdraw Hundreds of 

Troops, Aircraft, Antimissile Batteries from Middle East,”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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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그러나 2021년 사우디와 이란은 이라크의 중재로 바그다드에서 네 차례 회동을 갖고 사

우디 내 이란 영사관 재개관을 논의했다.

이란은 사우디와 관계 회복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고 최근 약화된 이라크 내 이란 

입지의 회복 기회를 희망하기에 수니파와 시아파 맹주 양국의 화해를 추구할 것이다.3 오바마 행

정부 시기부터 추진했던 민주당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정책의 기조가 사우디와 이란 

간의 긴장 완화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두 국가의 화해 행보를 환영할 것이다. 양국의 화해 무드

가 발전되면 예멘 장기 내전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될 것이다. 한편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에 

이어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여겨졌던 오만과 쿠웨이트는 UAE-이스라엘

의 밀착, 사우디-이란의 화해 과정을 더 지켜본 후 향후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미국의 ‘중동 떠나기’에 따른 안보 공백을 둘러싸고 질서 재편의 탐색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중동 국가의 불안한 국내 정치는 새로운 역내 질서의 성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리비아는 

유엔(United Nations, UN) 중재의 정치대화포럼과 임시정부의 주도하에 2021년 12월 24일 대

선, 2022년 1월 총선을 치를 예정이나 선거 전후 정세는 불안할 것이다. 서부 이슬람주의 통합정

부와 동부 세속주의 리비아 국민군(Libyan National Army, LNA) 지지 세력 간의 심각한 분열, 

무장 민병대의 불법 납치와 암살, 터키와 러시아 군 및 외국 용병의 장기 주둔이 선거 이후에도 빠

르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수니파-시아파 갈등과 미국-이란의 경쟁 구도

하에서 독자적인 국익 추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친이란 민병대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수니

파의 정치 활동은 점차 활발해질 것이다. 친이란계 조직인 헤즈볼라의 과도한 권력 행사와 전면

적 국가 실패로 인해 내란에 가까운 혼란을 겪는 레바논의 상황은 당분간 현상 유지를 보일 것이

나 재편되는 중동 질서의 성격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3.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 강화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 전략 추진을 위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

우려 할 것이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우디, 이란, 터키, 이스라엘 등과 전

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인프라 연결을 위한 경제 협력을 다져왔다. 또한 미국과 달리 역내 권위

주의 국가에 내정불간섭을 강조하며 자국 표준에 따른 디지털 실크로드 MOU를 맺었다. 탈레반

의 아프간 재집권 직후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정상회의에서 이란은 정식 회원국 자격을 부여 받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옵서버 국가인 아

프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곧이어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를 열

어 탈레반을 초대했고 중국, 이란, 파키스탄과 함께 아프간을 향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기

도 했다. 2022년 중근동에서는 미국 이탈에 따른 힘의 공백을 틈타 이란, 터키, 러시아가 제국의 

영광을 소환해 팽창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여기에 중국도 가세해 이들 국가의 반미 연대가 강

화될 것이다.

3. Abbas Kadhim and Masoud Mostajabi, “Under a Raisi presidency, ties with Iraq will still matter,” 

MENASource, Atlantic Council, June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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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급진 지하디스트 세력의 활성화와 지역 불안정화 우려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이후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알 카에다,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 대원이 아프간을 국제 지하디스트의 해방구로 여기고 운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프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급진주의 및 

극단주의 세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탈레반, 알 카에다, IS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탈

레반 지도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하부 조직의 극단화 추세와 추종자 이탈에 따른 압박 아

래 통제력을 잃어갈 것이고 이는 수뇌부 내홍 심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때 가장 극단적인 IS가 

과감한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나갈 것이다.4

IS 아프간 지부로 알려진 IS-K(Islamic State–Khorasan)는 탈레반에서 떨어져 나온 극단주

의 분파로서 탈레반을 유약하다며 비난해왔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요국의 아프간 

탈출이 절정을 이루던 2021년 8월 카불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이후 9월 동부 낭가하

르주, 10월 탈레반 대변인 모친의 카불 장례식장, 북부 쿤두즈주 시아파 사원, 남부 칸다하르주 

시아파 사원, 11월 카불 군병원에서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를 잇따라 감행했다. 존재감 부각을 노

리는 IS-K의 테러는 대상 지역, 빈도, 규모 면에서 2022년에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

아프간의 불안정이 가속하면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 불안도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은 아프간발 급진 지하디스트 세력의 확산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표적 독립운동 조직인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ETIM)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

려하고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중국은 재집권한 탈레반에 ETIM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경

제 지원을 약속했지만, 탈레반 지도부가 무조건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2022년 탈레반 지도부가 심각한 내부 위협을 느끼면 중국 정부의 무슬림 탄압에 침묵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5 그러나, IS-K는 이러한 탈레반의 대응이 여전히 유약하다고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표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탈레반과 IS-K, 그리고 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

해지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중근동 질서의 불투명성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

째, 미국과 이란의 대립 구도 속에서 2021년 한국 선박 억류와 같이 우리가 연루될 가능성도 충

분하므로, 이와 관련된 행동지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경제적 이익 확장이 가능한 경제 및 문화교류 영역에 있어서는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근동에서의 반미 연대는 결국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 양상의 

축소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우리의 대외 메시지, 예컨대 인권 탄압이나 중

근동 지역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발언 등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4. Robert Muggah and Rafal Rohozinski, “Islamic State-Khorasan’s Reach Extends Far Beyond Afghanistan,” 

Foreign Policy, September 9, 2021.

5. Emerson T. Brooking, “Before the Taliban took Afghanistan, it took the internet,” Atlantic Council, 

August 26, 2021; Amy Kazmin, “Isis-K insurgency jeopardises Taliban’s grip on Afghanistan,” Financial 

Times, Octobe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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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

출처: Reuters.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메시지 발신으로 우리가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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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일상으로의 회복

■  2021년 평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의 한 해

2021년은 범국제적인 신흥안보 위기,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의 한 해

였다.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한 해 동안 팬데믹의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했지만, 이 신흥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ID)의 범세계적 대유행은 

21세기 최대의 인적 피해를 남기며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세계적으로 누적 감염확진자는 2억6천백만 명이 넘었으며, 그중 

520만 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1 국내적으로도 누적 확진자가 47만 명, 누적 사

망자가 4천 명에 달하는 인적 피해를 남기고 있다.2 COVID-19 등장 이전의 마지막 팬데믹이었

던 2009년의 신종인플루엔자(H1N1-09)가 2년 동안 약 28만4천 명의 사망자를 남겼던 것에 

비교할 때, COVID-19는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등장했던 감염병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기록으

로 남게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은 그 근원적 위협의 주체에 있어서 여타 신흥안보 위기들이 지니지 않

은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위기를 가져오는 주체가 인간이 아닌 비인간적 생물체, 즉 병원체라

는 점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의 위기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위협의 주체들은 자체

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숙주(host)로서의 인류는 병원체(pathogen)와 매개체(vector)

라는 비인간적 위협 요인의 발현과 확산에 대응하거나 억지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

서 극복해 나가고 있을 뿐, 감염병 위협의 근원적인 해소나 박멸은 불가능하며 공존할 수밖에 없

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감염병들 중 병원체가 박멸된 경우는 천연두(Smallpox)와 우역(牛疫; 

Rinderpest), 두 질병뿐이며, 소아마비(Polio)가 99% 박멸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유행했던 주요 감염병들 모두는 여전히 ‘박멸(eradication)’되지 않은 채, 인류

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으로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형성하

고, 의료보건 및 방역 시스템의 예방과 치료, 관리를 통해서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거(elimination)’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 1918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였던 스페인 독감

(Spanish Flu, H1N1)이 2009년 ‘돼지독감(Swine Flu)’이라 불렸던 신종인플루엔자(H1N1-09)

로 또다시 인류를 팬데믹에 들게 했던 것처럼 한 번 발현되었던 대부분의 감염병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이되어 감염이 다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상황인 만큼, 2021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

1.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WHO, last modified Dec. 3, 2021, accessed Dec. 21, 202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국내발생현황”, 질병관리청, 2021.12.03. 수정, 2021.12.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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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세계 COVID-19 누적 및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수

신규 감염자

신규 사망자

2020-04 2020-08 2020-12 2021-04 2021-08 2021-12 2020-04 2020-08 2020-12 2021-04 2021-08 2021-12

2020-04 2020-08 2020-12 2021-04 2021-08 2021-122020-04 2020-08 2020-12 2021-04 2021-08 2021-12

5,254,116

누적 사망자 수

265,194,191

누적 감염자 수

자료: WHO, 2021년 12월 6일 기준.

했던 현상을 유발하거나 국내외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서 전략경쟁

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의 갈등이 2020년에는 중국 내 연구소에서의 COVID-19 고의 유출 가

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났고, 2021년 한 해 동안은 소위 ‘백신 외교’를 통해서 국력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외교적인 경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백신 보급을 둘러싼, 부국과 빈국 간의 불평등 

문제나 외교적 도구화의 문제, 그리고 백신 기술이나 생산의 공공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의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거버

넌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실질

적인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보였고, 여전히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WHO는 COVID-19 팬

데믹 극복의 핵심적인 문제인 백신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어떠한 중재 역할도 하지 못했다. 백신 

접종이 민간과 선진국들의 기부에 의존하는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개별 국가들의 능력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율의 국가적 격차는 더

욱 커지게 되었다.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비접촉 경제와 문화의 등장은 개

개인의 일상을 변화시킴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세상공업자들의 쇠퇴를 야기하게 되었고, 국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국경폐쇄 등의 조치로 특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자원 공급사슬(supply 

chain)에 변화를 야기했다. 반면, 비접촉 문화의 확산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대중화에 

기반한 온라인 경제의 비약적인 확대는 물론, 가상공간에서의 디지털 일상을 구체화하는 ‘메타버

스(Metaverse)’의 등장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침체된 경제에 대응하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 정

부들의 확대재정 투입은 2021년 동안 단기적인 완충 효과를 가져왔지만, 2021년 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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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화량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 시행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말, 다수의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어느 정도의 백신 

접종 완료자 비중을 갖추게 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소위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즉 일상

으로의 단계적인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  2022년 전망: 이전과는 다른 일상으로의 회복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등장한 이후,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COVID-19가 

전파되는 데에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

어 놓았고, 대응을 위해 국가 자원이 집중되었으며, 더욱 큰 여파로 격리와 입출국 제한이나 영업 

금지 등의 물리적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이어졌다. 델타(Delta) 혹은 람다(Lambda) 등 감

염력이 높아진 변이종들이 확산되면서, WHO 및 감염병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의 전제조건으로 

기존의 사회구성원 70%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아니라 80~90%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조언한 바 있다.

2021년 11월 말에 들어서는 보다 큰 감염력을 지닌 오미크론(Omicron) 변이종의 등장으

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변이종의 특성, 중증화의 가능성, 그리고 

치사율 등에 따라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디어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COVID-19 역시 

인류와 공존할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집단면역 확보를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국가적 목

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COVID-19가 높은 감염력에 비해서 치사율이 낮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

과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변이종이 등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종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지만, COVID-19를 ‘박멸’이나 ‘제거’에 앞서서 우

리와 ‘공존(coexistence)’할 수밖에 없는 감염병 중 하나로 여기면서 일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021년 말에 이르면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확보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됨에 따라, 집단면역의 조건들을 갖춘 국가 및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었다. 2022년에는 현재 WHO가 승인한 7종의 백신들의 국제적 보급이 더욱 늘어

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백신들 역시 추가되어 COVID-19의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신 개발 및 보급의 확대와 함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경

구용 치료제들의 개발은 2022년 중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하고 보급되어 COVID-19에 대한 

공포를 한층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예상할 수 없는 변이종들의 등장이 큰 변

수이기는 하지만 치료제 개발은 일상 회복을 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백신이 인류에게 감염으로부터의 예방력을 제공했다면, 치료제는 감염 시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주는 보호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난 2년간의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될 2022년이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다. 국내적으로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감염률을 감수해야만 하

며, 새로운 규칙들이나 제한된 자유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감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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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과 전 세계 COVID-19 백신 접종 완료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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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ur World in Data, 2021년 12월 5일 기준.

능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의 일상 회복은 결국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COVID-19 팬데믹 극복이

라는 지난 2년간의 책임이 앞으로는 개인적 차원의 책임 문제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백신 비접종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 제한 등의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이나 인권 

문제로 비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2022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은 COVID-19에 대한 인류의 면역력과 치료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인류는 이 신흥감염병을 박멸하지는 못할지라도 세계적 대유행으로서의 위

기, 즉 COVID-19 팬데믹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최초라 할 수 있는 장

기간의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회복되는 일상의 모습은 과거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등장

한 백신 여권이나 백신 패스와 같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증명서들이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장기간의 외출 규제에 따른 오프라인 시장의 소멸과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의 유통 및 소

비 구조 개편도 지속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경제 대전환은 더욱 심화되고 과

거와는 다른 소비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제 

침체 극복을 도모했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조치들이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tapering)’ 등으로 유발되는 새로운 경제 문제로 변모하게 되어,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에서 또 다른 경제적 도전으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

은 지난 2년간 국제사회 모두의 목표이자 희망이었지만, 회복되는 일상은 과거와는 다른 일상으

로 전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2022년은 백신 접종 불평등 문제가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과거 전통적인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적 갈등, 그리고 중심국과 주변국의 종속외교 등이 복합적

으로 얽혀져 있는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국제협력의 주요 주

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잡거나 외교력을 제고하려는 강대국들의 경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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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국제적인 백신 제공 국가로서 백신 외교를 주도했던 미국

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여전히 아프리카 등 백신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국

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를 통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격차로 백신의 보급과 접종이 국가적, 지역적인 격차를 갖게 됨에 따라, 국제적 차원

의 일상 회복에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범국제적 차원의 COVID-19 팬데믹 극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각 국가는 자국과 비슷한 수준의 집단면역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국

가들에 대해서는 입출국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국제 규범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백신 보급과 접종에서

의 불평등을 호소하는 빈국의 목소리나 국제협력의 요구도 커질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중

견국가는 다자외교를 통한 백신의 국제적 보급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기

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의 신

흥감염병에 이어, 2020년 이후 경험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위기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질환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국제사회

가 깨닫게 해주었다. 신흥안보 문제로서의 감염병의 이해는 신흥감염병이 결코 의료보건의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글로벌 위기 요인이라는 점을 알

려준다. 아울러, 인류와 공존하며 진화하고 있는 질병으로서 감염병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결코 

COVID-19가 인류가 직면하는 마지막 감염병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흥감염병의 도전

이 지속될 것임을 알려준다. 결국,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제사

회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국가 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국제협력 체계와 거버넌스를 마련할 것인

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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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의 확산과 재건에 대한 도전

■  2021년 평가: 기술경쟁과 공급망 공포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각국의 기술 확보, 개발, 협력을 

둘러싼 전략과 경쟁이 치열하다. ‘Techno-nationalism’이라 명명되는 기술 민족주의는 국가안

보,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동맹, 국제 기술동

맹, 새로운 규범에 대한 블록화(bloc) 등 다양한 현상을 창출하고 있다.

변화의 축인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활용과 데

이터 이전과 관련된 기술전체주의, 감시 및 표현의 자유 등이 연계된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 이슈가 논의된다. 이익과 가치가 혼재되어 기술동맹 및 협력 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다양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질서는 디지털 

규범(digital regulation), 데이터 자본주의(data capitalism)1, 기술권위주의(techno-authori-

tarianism)2 등 신기술 관련 다양한 이슈와 함께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규범 수립이 요구된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에서 외교 다자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며 다자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규범을 강조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듯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핵심 산업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여 대중 견제가 지속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의약품의 공급망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중국의 자유시장경

제에 대한 불공정과 위협에 대해 동맹국이 연계하여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2021년 5월, 미국 상원에서는 「혁신경쟁법(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3을 가결했는데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기술개발, 반도

체 공급망 구축 등에 5년간 미화 2,5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무

부, 국방부, 에너지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미 항공 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협력

하여 세계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로서의 중국을 네트워크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혁신분야

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보호, 불

법적 기술탈취 방어 등을 강조하며 동맹국의 협조와 연계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산업을 

1. 데이터가 시장의 중요한 자원이며 권력이 되는 현상을 뜻한다.

2. 기술이 감시, 통제 등 권위주의 정권을 위해 사용되는 현상을 뜻한다.

3. “S.1260 -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nited States Congress, last modified 

Apr. 20, 2021, accessed Dec.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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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점차 기초적인 분야로까지 장기간에 걸친 기술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에 기반한 동맹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중국 견제를 실행하

고 있다. 산업계와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급사슬(supply chain)을 차단

하여 중국에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통신장비 산업, 플랫폼 산

업에 실질적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경쟁의 근본이 되는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의 

불법적 획득, 국가 주도의 불공정 경쟁, 비대칭성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공정한 경쟁상대가 아님

을 부각하며 동맹국들의 중국 견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시장과 경제 문제뿐 아니라 민주적 가

치, 인권, 불법적 노동 등을 포함하여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제재해야 함을 주장한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부각시켜 중국 네트워크 기술 사용에 대한 국가안보상의 위험성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핵심기술은 외

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의 기술 수출과 이전 

제한으로 인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금지를 

통한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 차단에 대만, 일본 등은 이미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며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채택했는데, 1단계인 2025년까지 기존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3단계 종료 시점인 2045년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혁신산업 성

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과 투자를 펼쳤고 이는 중국의 혁신역량을 크게 성장

시켰다.

최근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업은 반도체 생산과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산업, 

AI 산업 등이다. 중국의 AI 기술은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2021

년 1월 중국은 「산업인터넷 혁신발전 행동계획(Industrial Internet Innovation Development 

Action Plan, 2021-2023)」4을 발표했는데 기존 산업과 IT 산업의 응용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은 제조업에 있어서 5G 응용 고도화, 산업 인터넷 표준시스템 구축, 핵심산업의 생산성 20% 이

상 향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 Road Initiative) 국가

에 산업 인터넷 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등이다.5 이 계획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기존의 전략에서 진일보해 중국이 자체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연계를 통

해 기술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자 생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

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은 체제, 정치, 경제, 무역 등 국가의 전반적인 틀에

서도 일어나고 있고,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전략 다툼과 디커플링은 현 상황을 더 심화

4. “关于印发《工业互联网创新发展行动计划 (2021-2023年)》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0.12.22. 

수정, 2021.12.21. 접속.

5. “MIIT accelerates Industrial Internet applications and standard setting in traditional manufacturing,” 

MERICS, last modified Mar. 2, 2021, accessed Dec.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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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이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

이며 디커플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기술 선진국들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

기 위해 디지털 분야의 통상규범을 수립하고자 한다. 중국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국 내 디지

털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디지털 산업이 글로벌 규범에서 배제되고 있다. 2021년 4

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전략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에서도 전략적 협

력대상 국가들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EU는 중국과 지난해 포괄적투자협정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6을 맺는 등 중국 시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나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 확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디커플링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시장으로의 지나친 의존도에 대한 경

각심도 갖고 있으며 일본, 호주, 대만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1. 공급망 공포 앞에 선 세계

중국은 산업인터넷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표명하고 있는데 중국이 시장점유

를 기반으로 자체 표준시스템을 통해 기술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술발전과 혁신

으로 출발하여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점유를 유지하는 기존의 표준 구축 절차와 차이가 있

6. “EU – 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 list of sections,” European Commission, 

last modified Jan. 22, 2021, accessed Dec.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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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데이터가 자본이 되는 현시점에는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산업 부품의 디커플링보다 혁신이나 과학기술의 디커플링은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것

이다. 중국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연구개발을 지속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연구자 유입, 원천기술 사

용 제한, 기술물자 수출제한 등은 중국의 기술발전을 상당 부분 저해할 것이다.

■  2022 전망: 기술 블록화와 불확실한 재건

미국과 중국의 기술경쟁은 전 세계로 영향력이 확장된다.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

의 경제적 사용과 안보적 사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었고 각국의 산업이 경제와 안보에 직

결되면서 전 세계에서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기술경쟁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 기술개발 방향, 기술사용과 실현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 블록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질서 및 경제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가치와 규범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게 되어 기술독재, 프라이버시와 감시, 표현의 자유 등이 기술과 규범

의 접점에 있는 이슈들로 부상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미래 경쟁의 주요 기술들이 부상하고 세계 각국은 각국의 상황과 이익에 

맞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노력했다. 이에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핵심 요소기술 경쟁은 경쟁국을 배제하려는 규제전략, 자국의 주요 공급망을 건설하려는 지원전

략, 핵심 요소기술과 자원을 확보하려는 동맹전략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2022년에도 이

러한 전략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차세대 디지털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강력

하게 진행될 것이다.

1. 공급망과 디커플링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에 대해 공급망을 분석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

성정책을 구현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미국 내 공급망을 회복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

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 기업으로의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유입 금지 정책을 펴

고 있으며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상무부와 국방부를 중심

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기술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자국 내 공급망 회

복과 이를 통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공급 자립을 선언하며 자국 내 수요의 70%를 자체적으로 공급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재료 및 설비 산업을 지원하며 미국 제재를 덜 받는 

내수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반도체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첨단기술 및 장비 확보 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중국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 대비 미세공정 등에 있어 3~5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반도체는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AI, 첨단 인프라와 군사안보 등에 있어 핵심 기반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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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각국은 첨단 제조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반도체 핵심 분야인 디자인, 제조, 

후공정, 소재, 제조 장비 중 미국은 제조, 후공정, 소재 부분에 취약하며 미국의 공급망 회복은 이

들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첨단 제조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독보적 위상을 갖

고 있다. 국가별 강점 분야에 기반한 분업구조를 갖추고 있던 반도체 공급망은 2021년 드러난 반

도체 부족 현상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불안정해졌으며 각국이 공급망 확보 경쟁에 뛰어들도

록 만들었다. 자율주행, 스마트폰, AI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

므로 각국은 기술 확보를 통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경쟁과 더불어 동맹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배터리는 반도체와 더불어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미국, 중국뿐 아니라 EU

도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며 공급망 확보와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산업 공정 중 

원료생산과 정제가공 분야가 취약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 투자와 산업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다. 

EU도 공급망 분리로 인한 위험성을 완화하고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투자 및 보조금 지원 

등 산업 지원책을 확대할 것이다.

첨단기술의 공급망 분리로 인한 자원보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야기한 수요

공급 불균형은 2021년 대두된 반도체 부족,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과 같이 첨단산업부터 기저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2. 기술표준 경쟁

기술개발 속도와 응용을 통한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데이터가 자본화됨에 따라 기술표준은 

플랫폼 기술을 점유함으로써 기술의 응용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진다. 표준은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공식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구분되는데 공식표준은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3~6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기술과 같이 기술 진보가 빠른 분야에서

는 표준화 제정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반면 사실표준은 복수의 관련 기업이 특정 기

술 분야의 표준화를 위하여 임의로 결성한 조직에서 제정하는 표준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반면 다수에 의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국제 표준기구에 진출함은 물론이며 사실표준화기구인 이동통신 분야의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네트워크 분야의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통신 분야 등에서 기술표준에 대

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술의 불법적 이전에 강력하게 대응하

며 기존의 기술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표준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해당 산업의 주도권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술 선진국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중국은 「중국표준 2035(China Standards 2035)」를 천명하며 공격적으로 기술표준 선점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G와 6G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위치정보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등이 기

술표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이러한 경쟁에 따라 기술 이원화에 대한 우려도 확산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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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핵심기술 확보 전쟁도 예상된다.

3. AI 글로벌 경쟁

AI는 차세대 디지털 산업의 핵심 영역이다. AI 기술의 경쟁력은 알고리즘 기술 확보와 데이

터 연계, 데이터 확보와 활용, 표준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 측면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개인용 앱 및 플랫폼, 의료, 자율주행, 컴

퓨팅, 스마트제조 등이 연관된다. 제도적으로는 데이터 확보와 활용, 개인정보보호 및 규제 등의 

규범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중국은 「데이터보안법」 등으로 데이터를 검열, 통제하며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규제하는 데

이터 주권을 강조하고 미국은 다자간 서비스 협정에 기초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이원화 가능성 또한 대두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블록화와 

AI 기술의 블록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2022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구글, 페이스북 퇴출, 미국의 틱톡 플랫폼에 대한 규제, 중국 결제 시스템 영향력, 디

지털 통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블록화되고 있다. 중국 AI 기술 도입 국가와 미도입 

국가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시리아, 미얀마 등은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한 반면, 유럽을 비롯한 서구 국가는 이 기술의 사용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세대 기술과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AI 기술경쟁은 미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전

개되고 있으며 기술과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기술발전과 AI 활용을 강조하는 미

국과 기술의 윤리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EU,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는 중국 등 AI 기술과 

규범을 둘러싼 경쟁은 2022년에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림 2. 미중 빅데이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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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로서의 우주 활용 경쟁도 심화될 것이며 우주기술이 

산업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위성과 위치정보시스템은 

자율주행, 위치기반 사물인터넷의 기반이 되므로 국제표준 경쟁 또한 치열하다. 위성시스템은 미

국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중국 베이더우(北斗, BeiDou), 유럽 갈릴레오(Galileo), 

러시아 글로나스(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LONASS) 등이 있으며 군사안보적 중

요성과 함께 위치기반 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시장 점유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주의 

상업적 이용, 통신 주파수 배정, 우주 공간 확보 등에 대해 새로운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은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며 기

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2021년 부각된 공급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

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패

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한국은 반도체 등 기술 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국제규범 수립

과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참여 연구진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