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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 기조1
○ 중국과의 경쟁 위해 민주주의와 동맹 동원
-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경시한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둘을 미국의 주요한 외교적 자원으로 간주하
고 이를 적극 활용할 의사를 표명
- 민주주의 중시와 동맹의 적극 활용은 일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의 경우 비민주주의 국가이고, 군사동맹국
으로서는 북한이 유일함. 이에 비해 미국은 전세계적인 동맹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월한 자원을 이용하여 권위주
의 국가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Foreign Affairs 기
고문과 대통령 취임 후 발행된 “국가안보전략잠정지침”을 주로 참고했음. 이에 대해서는
Joseph R. Biden Jr., 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99:2 March/April: 64-76;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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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주의를 통한 기후 변화 및 핵 비확산 문제 대응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문제를 국제협력이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천명
- 취임 첫 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조약에 재가입
-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미국과
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기후 변화 문제를 미국
과의 전략 경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뜻을 비추고 있음.2
- 바이든 행정부는 핵 비확산 문제 역시 다자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
이며,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설정
- 외교정책, 특히 대외경제정책(foreign economic policy)의 성
과가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는데 주안점
- 미･중 간 치열한 무역 전쟁은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중산층 우선 대외경제정책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10월 31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완화의 한 방안으로 미･중
양국 간 상호관세 인하를 언급했음.3

○ 국내정책이 곧 외교정책임을 역설
- 미국의 외교정책의 주요 결정자들은 미국의 쇠퇴론을 인정하지 않

2. Raymond Zhong. 2021, “On Climate, the U.S. and China See Some Common Ground.
It May Not Be Enough,” New York Times, November 15.
3. Remo Casilli. 2021, “Yellen Says Reciprocal Lowering of Tariffs Could Help Ease
Inflation,” Reuters, Nov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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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미국이 다시 경제적 활기를 회복하고 국내적 역량을 제고한다
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4
- 이러한 맥락에서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교량, 인
터넷망, 도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법안을 추진했으며,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 법안
(infrastructure bill)에 대한 양당 간 합의를 결국 이끌어 냈음.5
■ 미･중 전략 경쟁의 진행 양상
○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열린 미･중 간 장관급 대면
회담이었으며 양측의 날선 긴장 관계를 확인
- 미국의 앵커리지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는 미국에서는 앤소니 블링
컨 국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당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여하여
양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임.
- 이틀간에 걸친 긴 회담 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이나 공동성
명도 채택되지 않았음.6
* 이 회담은 대면회담으로 약 1시간 10여분 정도의 초반 대화가 공개되었는데, 중
국 측은 미국의 흑인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려는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음.7

4.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2020, “The China Challenge Can Help America
Avert Decline: Why Competition Could Prove Declinists Wrong Again,” Foreign
Affairs, December 3.
5. Jim Tankersley. 2021, “Biden signs infrastructure bill, promoting benefits for Americans,”
New York Times, November 16.
6. New York Times. 2021, “Tense Talks With China Left U.S. ‘Cleareyed’ About Beijing’s
Intentions, Officials Say,” March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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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과 5월에 각각 열린 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에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는 대만 문제에 대
해 언급함으로써 중국과의 대결 의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맹국
들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유도
* 한･미 정상회담 역사상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거론된 적이 없었으며, 미･일 정상
회담 공동성명에서는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과 에이사쿠 총리 간 회담에서 언급된
이래 거의 40년 만이라고 함.8

○ 2021년 5월 말 경에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은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은 종결되었으며,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경쟁
임을 선언함으로써 양국 간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을 예고함.9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2021년 11월 15일 개최됨.
- 무엇보다 회담의 성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과, 대만 문제에 대
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고수 의사와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에 대한 강력한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대만 문제가 양국
간 군사적 충돌과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 요소로 확대되는 것을 어
느 정도 차단했다는 점임.10

7. C-SPAN 의 동영상 클립 참고,
https://www.c-span.org/video/?c4953159/user-clip-2021-0318-us-china-sum
mit-anchorage-alaska (2021/11/07).
8. Keoni Everington. 2021, “US Presses Japan to Issue Joint Statement in Support of
Taiwan,” Taiwan News, April 15.
9. Peter Martin. 2021, “Biden’s Asia Czar Kurt Campbell Says Era of Engagement With
China Is Over,” Bloomberg, Ma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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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상 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않
았으며, 양측은 회담 이후 각각의 입장문을 발표했음. 각각의 입
장문은 양국이 합의한 문서가 아닌 까닭에 정상회담에 대한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관련 문제가
대두될 시에 양측 간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대만에 대한 독립을 지
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대만에 대한 독립을 지지하
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을 했는가는 의문임.11

■ 미국 이란 간 핵 협상
○ 포괄적 행동계획(이하 JCPOA) 복귀 문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인 JCPOA에 복귀할 것을 공언
-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방지를 위해 P5+1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의 다자간 합의를 통해 JCPOA를
체결했으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이란의 핵보유 방
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
통령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JCPOA로의 복귀 의사를 밝힘.
○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6차 회담이 열렸으나 현재는 교착 상태
- 이란은 미국이 JCPOA 탈퇴국가라는 이유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거부, JCPOA 합의 당사국들인 P5와 독일 및 EU를 통한 미국과의

10. Steven Lee Myers and David E. Sanger. 2021, “U.S.-China Summit Produces Little
More Than Polite Words, but They Help,” New York Times, November 17.
11. Voice of America. 2021, “US, Chinese Leaders Share Differing Interpretations on
Taiwan,” November 17.

79

Ⅱ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간접 협상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6차
회담(six round talks)이 진행됨.
○ 6라운드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JCPOA 복귀를 위한 합의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첫째, 미국은 JCPOA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JCPOA
합의 시의 상태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란은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우라늄 농축도와 양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저농
축 우라늄의 농축도 상한인 20%를 훨씬 상회하는 60%의 우라늄
농축도를 최근 IAEA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핵무기에 사용되
는 핵물질 농축도 90%에 점점 근접하고 있음. 최근 2021년 11월
기준으로, 이란은 핵무기 보유 시점(보통 breakout point라는
용어를 사용)에 한두 달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
한 우라늄 농축기술의 진보는 개량된 원심분리기 설치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이러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된 핵개발 시설
의 가동 중지와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란의 핵
기술 역시 진화하였으며, 이를 이전의 기술 수준으로 돌리도록 요
구하는 것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
- 둘째, 이러한 미국의 JCPOA 합의 당시로의 환원 요구는 미국 내
공화당의 거센 반대와도 관련되어 있음. 야당인 공화당은 JCPOA
가 이란의 장기적 핵개발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을 명
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 공
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공공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JCPOA 복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 이를 반영하여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stronger and longer)“ 합의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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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것을 공언했지만, 이란은 JCPOA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 즉 국내정치적 이유로 미국은 JCPOA보다
강력한 합의, 즉 이란의 핵개발을 장기적으로 원천봉쇄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바이든 행
정부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음.
- 셋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한 전
력을 들어 재합의를 하는 경우 미국이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보
장을 이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보장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12 양국 간 합의에 장애 요인으로 작
용. 특히 이 문제는 이란의 제재 완화 요구와 맞물려 향후 협상에
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이란은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불
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하며, 이는 합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13 이란은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GDP의 급속한 추락을 경험 한 바 있으며, 따라
서 경제회복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 이란은 2015년 JCPOA 타결 이후 12.5%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미국의 탈퇴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무차별적인 경제 제재의 여파로
2017년 4453억 달러에 이르는 국내총생산이 2018년에는 2943억 달러로 급
감했으며, 2020년에는 1917억 달러를 기록했음. 단순히 국내총생산뿐만 아니
라 무역수지,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도 모두 악화된 상황이며, 경제 제재의 여파
가 이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음.14

12. David E. Sanger, Lara Jakes and Farnaz Fassihi. 2021, “Biden Promised to Restore
the Iran Nuclear Deal. Now It Risks Derailment,” New York Times, July 31.
13. Ali Vaez and Vali Nasr. 2021, “How to Save the Iran Nuclear Deal,” Foreign Affairs,
September 21.
14. 이란의 GDP 통계 자료는 https://data.worldbank.org/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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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이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열렸으며,
전임 대통령보다 대미 강경파로 간주되는 에브라임 라이지(Ebrahim
Raisi)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협상은 경색 국면에 돌입
* 새로이 취임한 라이지 대통령은 9월 전 주에 열린 유엔 총회에는 불참하고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의에 참석했음. 이 회의에서 이란은 SCO의 정식 멤버로 가입이
확정되었음. 이는 이란이 서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함.15

■ 미국 이란 간 핵 협상이 북핵 문제에 주는 함의
○ 북한의 경우 핵무기와 발사체의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북한
스스로도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상태인 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
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하지만, 북한과 이란 모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악의 축”이라
고 부를 정도로 미국이 적대시해 온 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북한과 이란 모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경제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함.
○ 이러한 유사점을 고려해 볼 때, 이란 핵협상의 전개 과정은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

Abigail Ng. 2021, “These 6 Charts Show How Sanctions are Crushing Iran’s
Economy,” CNBC, March 23.
15. Nazia Fathi. 2021, “What Will SCO Membership Mean for Iran?,” Middle East
Institute, Septemb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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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러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양국 모두 미국과의 협
상에서 불신의 문제가 협상 타결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
히 비록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과연 향후 미국이 합의를 철회하
지 않을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이란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괄 타결안은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행
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
됨. 특히 이란 모델에 적용된 해결 방안은 북한 핵문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어떠한 해결 방안이 모색･채택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란과 북한 모두 미국의 경제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의 완화나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이란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은 약속한 경제 제재마저 쉽게 해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협상의 중요한 레버리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됨. 제재 완화가 쉽
지 않다면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더욱 심해질 것
으로 예측됨.
■ AUKUS의 등장과 그 의미
○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정상은 AUKUS로 명명한
3개국 안보 협력체 발족을 선언
○ AUKUS 3개국 합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호주에게 핵 잠수함 기술
을 이전함으로써, 호주가 향후 2040년 정도까지 최소 8대의 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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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사실상 언제까지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확실한 시간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호주가 AUKUS 합의와 동시에 철회한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건조 계획은 2030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면, 핵 잠수함의 건조는 2030년대 후반 정도로 예측
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4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
소 핵 잠수함 편대가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AUKUS 국가들의 호주 핵 잠수함 추진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첫째, 미국의 AUKUS 수립은 기존의 유럽 중심의 안보 전략이 보다
확고히 아시아 중심의 안보 전략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 프랑스가 독일과 더불어 나토의 핵심적인 멤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유럽과 나
토에 대한 안보 공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16
- 프랑스 역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의 안보 협력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둘째, 미국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은
기존의 핵비확산 레짐인 NPT 체제에 위협
- NPT에 가입한 국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IAEA의 안
전보장조치(safeguards)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전보
장의 예외조치로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활동(non-proscribed
16. Steven Erlanger. 2021, “The Sharp U.S. Pivot to Asia Is Throwing Europe Off
Balance,” New York Times, Septe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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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activities)”17을 허용하고 있음. 즉 이와 같은 활동에 대
해서는 IAEA의 사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예의조치
가 적용되는 사례가 바로 핵잠수함에서 가동되는 원자로이며, 미
국과 영국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적용함으로써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했음.
-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모든 핵잠수함은 우라
늄 농축도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HEU)으로 실제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는 90% 이상으로 이러한 우라늄은 바로 핵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점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18
- 어떤 학자는 중국 견제라는 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NPT 체제에
대한 위협은 크지 않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은 별 문제없이 허
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19, 다른 학자들은 이로 인해 비확산 체
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IAEA 사무총장
역시 핵 보유를 원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음. 실제로 이란은 2018년에 핵잠수함 건조
의사를 IAEA에 타진한 바가 있다고 함.20

17.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72,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Vienna, Austria: IAEA): 5. 특히
14조 (a)항을 볼 것.
18. Hidemitsu Kibe and Shogo Akagawa. 2021, “AUKUS Pact Delivers Blow 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Nikkei Asia, October 21.
19. Caitlin Talmadge. 2021, “Don’t Sink the Nuclear Deal,” Foreign Affairs, September
27.
20. Julian Borger. 2021, “IAEA chief: Aukus could set precedent for pursuit of nuclear
submarines,” The Guardian, Octob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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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군사 기술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간주되는 핵추진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더욱 강화된 미국의 장기적 대 중국 견제 전략을
의미함.
-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 기술을 타국에 이전하겠
다는 것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호주 핵잠수함의 배치가 빨라야 2030년대 후반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장기적 포석
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AUKUS의 출범으로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은 장기적
으로 지역의 핵 무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임.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핵 잠수함 보유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
으며, 따라서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 계획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음.
* AUKUS에 따른 NPT 체제의 동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자들은 많은 경우
에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음.21

-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제니퍼 린드(Jeniffer Lind)와 데릴 프레
스(Daryl Press)는 공저한 논문에서 한･미 동맹의 향후 대안으로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AUKUS 합의는 이러한 논쟁을 더욱 확

21. Adam Mount and Van Jackson. 2021, “Biden, You Should Be Aware That Your
Submarine Deal Has Cost,” New York Times, Septemb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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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재생산시킬 수 있음.22
○ NPT 조약을 탈퇴한 북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NPT 체제의 유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며, 지역의 핵
보유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한국의
핵 보유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움직임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
내나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방식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했음.
○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파악
하기 어려움.
-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초기에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review)
에 착수했음을 밝혔고, 2021년 4월 30일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났
다고 백악관 대변인의 짧은 논평을 통해 밝혔음. 이에 따르면, 미
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의 그랜드 바겐의 중간 지점을 찾을 것이라
고 밝혔음.23 하지만 이후 정책 검토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방안
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음.

22.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s. 2021, “Five Futures for a Troubled Allia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3, No. 2: 357-380.
23. The White House. 2021,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Apri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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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현상유지
를 선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음.
-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모든 대북 정책을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하게 상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미국과는 완벽하게 보조
를 맞출 것을 주문하였음.24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북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완벽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운신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미국은 한국의 제안이 자국의 이익에 철저
히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현상
유지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이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현재 주도
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소
극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의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적 접근은 팬데믹에 의한
국내 경기 회복, 미･중 전략적 경쟁, 이란 핵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문
제들로 인해 북핵 문제에 전력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됨.

24.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음. “We also agree 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the DPRK in lockstep.” (이탤릭은 저자에 의한 강조임) The White House.
2021,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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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망과 정책 제언
■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전망 및 정책 제언
○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경제 및 기술 경쟁의 격화 가능성에
대비
- 미･중 정상회담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 대통령은 ”단순 명료한 경쟁“을 통해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으며, 이는 군사적 대치 국면의 조성보다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큼.
- 1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Bill)이 통
과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경제･기술 경쟁에 본격적
으로 나설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보다는 경제･기술 경쟁이 낫다고 볼 수 있음. 즉 군사적 경쟁
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경제나 기술의 문제인 경
우에는 생존보다는 번영의 문제이기 때문임. 또한 경제나 기술 영
역은 기업과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치열한 무역 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 및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공약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많은 논자들은 미국이 AUKUS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안보 공약을 강화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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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여는 부족하며, 이 점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음.25

○ AUKUS의 호주 핵 잠수함 건조로 인해 국내에서 핵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핵 잠수함 논의는 결국 한국의 핵 무장 논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로 인해 NPT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서 상
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핵 잠수함 보유 논리와 북한 비핵화 논리는 상호
충돌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한국 핵 잠수함 보유 주장은 동아시아 지역에 핵 군비 경쟁
을 초래함으로써, 안보딜레마에서 말하는 자멸적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음.
* 여기에서 자멸적인 (self-defeating) 결과란 군비 증강을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른 국가들도 군비 경쟁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군비를 증강
함으로써 상대적으로는 안보 증가 효과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함. 즉 자원만 낭비
하고, 안보 증진은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26

- 따라서, 핵 잠수함 계획은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단순
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대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25. The Economist. 2021, “AUKUS reshapes the strategic landscape of the Indo-Pacific,”
September 25.
26. Charles L. Glaser. 2021,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World Politics, Vol. 50.
No. 1: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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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주시 및 북한에 대
한 경제 제재 완화 미국에 설득 필요
-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란 핵 협상이 어느 정도 본 궤
도에 오른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정부는 이란 핵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의 모
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미국 측
에 강력히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현 미국의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뉴욕 타
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란 케이스를
볼 것을 주문한 바 있음.27 이는 미국의 중요 외교정책 결정자가
이란의 핵문제를 북한 핵문제와 연계해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슷한 정책이 적용되고 결과할 가능성이 큼.
- 이란의 새 대통령인 에브라힘 라이지는 북한의 자력갱생 식의 ”저
항 경제(resistance economy)“를 내세우며, 미국에 대해 비타협
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나, 경제 제재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국내적 반발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포기하지는 않은 상
황임.28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경제 제재의 완화는 북한에도 절실하게 필
요한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

27. Antony Blinken. 2021,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New York Times, June 11.
28. David E. Sanger, Lara Jakes and Farnaz Fassihi. 2021, “Biden Promised to Restore
the Iran Nuclear Deal. Now It Risks Derailment,” New York Times, July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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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북한에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종전선언’안 보
다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완화를 설득하는 것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됨.
- 다시 말하면, 제재 완화안은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이 이를 일정
수준에서 수용한다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완화를 위한 신호로
간주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 제재 완화
에 앞서 (혹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
치를 설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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