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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1년 평가
1) 기본전략과 접근방식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더불어 현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
- 미･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에서 경쟁 관계로 공식 전환하고,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실행
- 대중 무역 및 관세전쟁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 이슈의 벽을 허물고,
중국 첨단사업 기업들을 겨냥한 대중 기술봉쇄, 중국경제와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분리를 목표로 한 디커플링
(decoupling) 추진
- 대중 압박용 지정학 카드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하나
의 중국 정책’ 관련 금기를 깨면서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세계패권 장악에 나선 전체
주의 독재국가’로 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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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시킨 미국의 국제 리더십과
외교역량, 미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공언2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우방국들에 대한
거래적 관계 설정으로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심각하게 손상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처능력을 약화시킴.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힘의 모범(example of power)’
이 아니라 ‘모범적인 힘 (power of example)’으로 세계를 이끌
겠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시킨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회복해 동맹･우방국들과 공유하며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약속
■ 바이든, 트럼프의 대중 강경기조 승계
○ 미국 조야는 지난 40여 년간의 대중 관여정책이 당초 기대와 달리
중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초당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개방적, 법치･민주주의 수용 국가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닉슨 행정부 이후 대중 관여정
책을 지속적으로 펼침.
- 그러나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혜택만 취하고
오히려 공고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변모

1. Michael Pompeo. 2020,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uly 23.
2. Joseph R. Jr. Biden. 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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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유주의적 낙관론(liberal optimism)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민주, 공화 양당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은 상원 인
준청문회에서 “대중 강경책을 취한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표방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사실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승계
- 미 중서부 백인 노동자, 중산층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음.
-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외국기술 도용에 대한 대처, 미 중
서부 지역의 제조업 부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가안보와 국
내정치 차원의 우선과제임.
-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표현만 쓰지 않을 뿐,
이들을 달래기 위한 공세적 대중 통상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내 제조 독려와 연방정부의 미국
산 구매조달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고율관세 체계도 유지
-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회를 EU와 합의하면서,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중국산
철강의 미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서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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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동맹국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함
을 강조
- 미국의 동맹체제를 반중 연대로 묶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 등 가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
-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연계 고리로 영국, 유럽연
합, 캐나다 등을 대중 제재에 동참시킴. 특히 유럽연합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32년만에 인권 관련 대중 제재를 단행해 중국과
의 대립을 피해온 기존 태도에 변화를 보임.
- 9월말 개최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자유롭
고 개방적이며 규범과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증진을 강조해 사실
상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팽창주의를 견제
- 미국은 영국, 호주와 삼각안보동맹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
키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
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평가됨.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4대 핵심 전략물자(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의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백악관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국내 산업정책과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 과도한 대중 의존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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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신냉전 위기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미･중 관계 악화에 따라 미중 신냉전
가능성이 제기됨.
○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국의 전
략적 적대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워싱턴 조야에서 큰
이견이 없음.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
혔으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 간 세대에 걸친 장기 투쟁을
언급해 미중 신냉전 논란의 불씨를 키움.
- 미･중 간 긴장관계는 외교안보 분야에 더해, 경제전략, 기술경쟁,
사이버 및 우주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무력충돌을 회피한
적대상태’에 이미 돌입한 만큼, 양국이 사실상 신냉전의 사고틀에
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핵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미･소 냉전시
기처럼 미･중 간 전략무기 군비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제기됨.
- 미 국방부는 ‘2021 중국 군사력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1천 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3
-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됐다며, 중국을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는 제1의
국가로 규정
3. Department of Defense. 2021,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Nove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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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기존의
‘최소 핵억지 전략’을 방기할 가능성 제기
- 미국 조야에서는 미중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서둘러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군비통제 및 군축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그러나 중국은 미러에 비해 핵전력이 크게 약세인 상황에서 군비
통제 회담 참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 가능성 논란까지 빚어짐.
-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대규모 무력시
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짐. 특히 11월 무력시위는 미･중 화상 정상
회담 전날과 당일, 미 국무부가 대만과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
- 이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미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를 매달 실시해 중국 견제
-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현상유지가 일방적으로 변경될 경우 미국
은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통
적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음.
- 미 조야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무력통일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중국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대미 군사력 우위를 이미
확보한 만큼 중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기 전에 대만을 침
공해 통일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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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신냉전’ 가능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진은 미･중 전략경쟁을 신냉
전으로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반박
- 미･소 냉전은 군사경쟁이 핵심이었으나, 현재의 미･중 관계는 다
양한 이슈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 미･중 양국은 무역, 기술, 데이터 통신 등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어, 교류의 규모도 미미하고 상호단절돼 있던 냉전시기 미･소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름.
- 미･중 양국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 통상 및 과학기술 등에서 경쟁
관계에 있으나 기후변화와 핵비확산, 북핵 문제 등 공동의 이익이
결부된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
- 비록 중국은 미국에 대한 역사상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자이기는
하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별개의 문
제이며, 무력충돌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음.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정책을 유지한
채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3천 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
한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 관세 면
제혜택도 만료됐음.
- 대중 수출규제로 인해 퀄컴, 인텔, 구글 등 대기업들의 중국시장
전략도 불확실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사업 안정
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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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미･중 협력분야로 꼽히는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미･중 양
국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중국은 인권, 무역 등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중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고수
-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미･중 협력을 중국 인권문제 등 여
타 이슈들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
-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미중 양국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을 위해 여름부터 미･
중 정상회담을 주장했으나, 다른 외교안보 현안에 밀려 백악관 외
교안보 참모진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4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중 양국이 메탄
가스 감축 공동연구와 기후대응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해 분위기
반전이 있었으나 메탄가스와 석탄 문제에서 미완의 합의로 끝남.
-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기후변화 투자 법안은 민
주당 소속 맨친 상원의원(석탄 생산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 지역
구)의 반대로 1천5백억 달러 규모의 청정전기화 프로그램이 빠진
채 하원에서 통과됨.
-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
략경쟁 규칙 합의와 국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함.

4. Washington Post. 2021, “In advance of climate summit, tension among Biden aides
on China policy,” October 25.

28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3) 미･중 정상회담
■ 미･중은 11.15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를
재확인5
○ 미국은 공정한 경쟁과 충돌방지를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
제 의지를 숨기지 않은 반면, 중국은 상호존중과 공존을 앞세워 대등
한 관계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 함.
○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간 경쟁이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갈등과 분
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순수한 경쟁’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
-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
들의 국익과 가치를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힘.
- 미･중 간에 ‘상식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분명히 상호 소통 및 인지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
○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며 미국의 중국 위협론을 견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
- 시 주석은 정상회담 직전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념적 대립과 집단 갈등
조장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중 파트너십을 우회적으로 비판
5. White House. 2021,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Virtual Meeting,” Novemb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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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합의문 없이 정상회
담을 끝냄.
- 미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았
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문제, 불공정 무역 및 경제정
책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
■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의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양
국관계 안정화를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
○ 미국은 정상회담 전후로 미중간 군사위기 방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기자회견에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
-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
(strategic stability)’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중 관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6
○ 비록 양국의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정상회담 합의문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미･중 관계 안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

6. Reuters. 2021, “U.S.-China engagement to intensify -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November 16; David Ignatius. 2021, “Unintended conflict with China is on
Biden’s mind,” Washington Post, Nove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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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그
동안 제기됐던 대만발 미･중 무력충돌 가능성을 완화하는데 노력
- 시 주석도 대만 해협의 긴장고조를 경계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대
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밝힘.
-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대만 문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힘.
- 정상회담 직후 미･중 관계 개선의 첫 조치로 양국이 상대국 언론
인들에게 1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이 후속조치를 위해 4개 그룹을 설치해 다양
한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미･
중 전략적 경쟁’의 방향이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상회담 직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략적 안정 논의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2022년 베
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됨.
-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 사흘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함.
- 곧이어 영국, 호주 등 오커스(AUKUS) 동맹국들도 중국의 인권문
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
○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흔드는 ‘실수’와 조치가 이어짐.
-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 ‘대만은 독립적’이라고 발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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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백악관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섬.
-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
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중국 대신 대만을 공식 초청했다고 공개. 중
국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대만을 주권국가로 대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이 시험대에 오르면 단
호한 조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미국의 이같은 모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까지 일관된 대중 전략
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낳음.
-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메시지의 타이밍과 내용을 제대로 통제하
고 있는지 의심케 함.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말잔치와 구두합의만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던 미국의 대중 정책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나. 2022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 11.15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더이상 관계를 악화시킬 뜻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관계개선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갈 전망
○ 미･중은 정상회담에서 신냉전에 돌입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상호 확
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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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모두 국내정치적으로 신냉전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전까지 자신과 민주당의 지지
율을 끌어올리고, 코로나 사태 해결과 경제회복에서 가시적인 성
과를 서둘러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음.
- 시 주석은 2022년 하반기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짓기
까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경쟁과 협력은 별개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안정적인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협력도 가능하다는 중국의 입장이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중 정상이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 방지에 합의한 만큼, ‘전략적 안
정’을 겨냥한 고위급 군사회담 등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
○ 미국은 전략적 안정 협상에서 중국의 핵전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
보, 위기관리 소통채널 등을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러 전략무기 감축협상과 같은 공식적인 전략
무기 군비통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임.
- 중국은 미･러 수준의 핵탄두 보유고를 달성할 때까지 전략무기 감
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대중 공세의 예봉을 피하고 전력을 분산하
기 위해 전술적으로 전략적 안정성 협상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음. 이 경우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성과 없이 공전을 거
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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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양국은 과거에도 2007년 군사 핫라인 설치 합의 등 위기관리
목적의 소통채널 설치에 합의한 바 있으나, 중국은 군사채널 활용
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 및 국익과 가
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기존 미･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모색은
어려울 전망
○ 동맹 관계와 민주주의 가치를 매개로 한 미국의 반중 국제연대 강화
및 확대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나,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쿼드(Quad) 및 쿼드 플러스의 군
사동맹화는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충돌 우려를 불식하는 ‘상식적 가드레일’ 을 명
확히 설치한 이후,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중 경쟁우위
확보를 목표로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당일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서명, 미국의 대중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중
관계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인프라 투자법이 집행되면 미국이 20년
만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앞서게 된다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홍콩,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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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제언
○ 미･중 전략경쟁은 구조적 현상이며 장기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를 내
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쟁과 갈등, 협력 관계를 중층적으로 맺으면
서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내외적 변수들이 복합적으
로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움.
- 경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인 만큼, 게임의 목적과 가용자원에 대한
명확한 국내적 합의가 이뤄지고 경쟁 상대방과 게임의 룰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함.
-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 간 장기 경쟁 관계
를 설정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경쟁의 틀이 향후 수십년을 지배
할 국제질서로 작동할지는 아직 불분명 함.
- 새로운 미･중 역학관계의 내용과 형식이 합의되고 고착되기까지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예상됨.
○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글로벌 팬데믹의 후폭풍에 대응해 업그레
이드된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함.
-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경우, 미･중 양측으로
부터 끊임없이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구받게 됨.
- 사안별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이
러한 전략적 판단을 미･중 양측에 각인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함.
- 쿼드 플러스의 명확한 성격 규정과 어젠더 설정 과정을 지켜보면
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의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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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력과 팬데믹 이후 안보, 경제, 보건
분야 국제협력 속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안전보장도 미국
과 논의해야 함.
○ 장기적으로 대만 문제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미국의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
-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을 계기
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장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대북 군사억지와 북핵 협상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을지 주시해야 함.
○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과 관련한 미국 내 정치 동향
을 주시하면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 또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
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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