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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잇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지역 전
략이자 미국의 對아시아 전략으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인도-태평양’이란 지리적 개념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 부속된 인도’가 아니라 ‘인도를 핵
심 또는 양 축 중 하나에 놓는 지리적 개념’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아시아 지역 전략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일대일
로상의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하려
는 전략적 포석인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대결은 역사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강대국 간 패권경쟁 즉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러나 트
럼프 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그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적 모
습을 갖출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동맹전략과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의 국익 판단에 기초하여 미래 한･
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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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대통령의 정
책 방향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내왔다. 최고의 부동산
협상가 출신답게 국제관계에서도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1) 일정한 지역전략 및 정책
기조를 제시하기보다 국가 간 양자관계 위주로 대외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경쟁 및 대중국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견지해 온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
서 출범 후 첫 아시아 순방 과정 중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간 경제관계는 무역마찰을 넘어 무역전쟁과 기
술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잇
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지역 전략이자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으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전략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하
여 먼저 ‘인도-태평양’ 개념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일반
적 경향 속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에 기초해 인도-태평
양 전략의 전략적 함의 일반을 제시한 후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군사경쟁을 조명함으로
써 본 전략의 ‘군사전략적 맥락’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인도-태평
양 전략이 한･미 동맹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
인지를 간략히 제시해 보기로 한다.

▮ 개념의 기원 및 전개과정
‘인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중
심의 아시아에 부속된 지역으로서의 인도’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인도를 핵심 또는 양 축 중 하나에
놓는 지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이는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점차 지리
적으로 광역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 인도와 중국
의 잠재적 협력과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지전략적 공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1)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초 발간한 ‘국가국방전략서’에서 ‘전략적 접근법(Strategic Approach)’의 하나로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그러나 작전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게(Be strategically predictable, but operationally unpredictable)’라는 원칙을 공
식 천명하고 있다. Department of Defense. (2018).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p. 4.
2) Caroline Houck. (2018. 5. 30). “Pentagon Rebrands PACOM as ‘Indo-Pacific’ Command.” Defen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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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인도의 쿠라나(Gurpreet S. Khurana) 박사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3)
인도-태평양 개념이 한층 주목받게 된 계기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2007년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10년경부터 공식 외교 석상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외교관 및
군 지휘부 등이 이 개념을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아베 수상은 2012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을 잇는 ‘민주･안보 다이아몬드 국가 간의 협력’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
시하기도 했다.
2013년 호주 국방백서는 정부 공식문서로는 최초로 ‘인도-태평양’ 개념을 사용했고,4) 이후 미, 일,
인, 호 국가들의 공식문서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인도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17년 미･
인도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을 재 부각했으며, 2017년 말 발간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
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2018년 초 ｢국가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는 지역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안보･국방 전략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규정했
다.5)

▮ 트럼프 행정부하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경제 및 협상 전문가로서 국제관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략
개념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외관계를 국가들 사이의 ‘개별 거래의 합’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관계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동맹 및 자유무역협
정을 그동안 미국이 시행해 온 실패한 협상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 미 행정
부와는 상당히 다른 대외정책 방향과 기조를 추구해 오고 있다.6)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문가로서 고도의 ‘전략적 마인드’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
제관계에 대해 ‘현실주의(realism)’에 가까운 시각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7) 특히 그는 중
3) Mercy A. Cuo. (2018. 1. 25). “The Origin of ‘Indo-Pacific’ as Geopolitical Construct.” The Diplomat.
4) Department of Defense. (2013). “Defence White Paper 2013.” Australian Government. pp. 7-9.
5) The White Hous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pp. 45-47.; Department of Defense. (2018). p. 2.
6) 설인효･박원곤. (2017).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pp. 19-23.
7) 2017년 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 서문은 트럼프 행정부하 대외정책의 기본 원리가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princi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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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패권적 경쟁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경제뿐 아니라 안보 및 군사영역에서
도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대외정책 사안들과 달리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8)
출범 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2017
년 말을 기점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중국해
자유항행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NO)이 재개되어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맞춰 계
속 강화되고 있으며, 무역전쟁은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 중국의 첨단산업 성장 동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기술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중 견제 전략은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이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와 국가국방전략서를 통해 미국 안보･국방의 최대 위협이 ‘수정주의
세력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의 재출현’임을 규정하고,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 작전,
약탈적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데 이어,9)
미 의회는 회계연도 2019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통해 더욱
강화된 대중 견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행정부에 명하고 있다.10)
미 의회는 국방예산법에 해당하는 본 법안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조항에서 중국에 대한 전
정부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 향후 5개년을 내다 본 ‘인도-태평양 안정 구상’을 수립할 것,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강압적 행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 일반에 공개할 것,
중국이 이웃 국가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착취적 금융 대출 행태 등을 중국 군사 및
안보 관련 연례보고서에 수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11) 이외에도 미 정부기관들이 중국 공산당
realism)’라고 밝히고 있다. The White House. (2017). p. 1.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Henry Kissinger) 등 저명한 현실주의
전략가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8)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과 ‘국가국방전략’ 등의 문서를 보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저자가 기술한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대외정책 이니셔티브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전통적인 미국 대전략의
입장에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 두 시각이 교차되는
것인 ‘대중 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다. 요컨대 ‘대중 견제’는 트럼프식 대외전략과 미국의 전통적 대외전략이 수렴
하는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9) Department of Defense. (2018). p. 2.
10)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국방예산법을 말한다. 통상 미 국방부가 2월경에 예산안을 제출해 9월에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2018년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이 ‘회계연도
2019 국방수권법’이 되는 것이다.
11) House of Representatives. (2018). “John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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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서와 연계된 화웨이, ZTE 등이 생산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인도
의 위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중국을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시키지 말 것, 대만과의 연
합훈련, 무기판매, 고위급 군 간부 교류를 증진할 것, 공자연구소를 설립한 미 대학에 중국어 교육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 등까지 규정하면서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중국 견제전
략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12)

▮ 국가 대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아･태 재균형 전략의 연속선상
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대아시아 지역 전략’, 혹은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21세기형 실크로드’를 표방하며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 무역로를 건설하고 육로와 해로 상의 국가들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실시
하는 것은, 경제 거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이 증대된 정치･군사적 역량을 바탕
으로 추구할지 모를 ‘공세적이고 배타적인 영향력 확대’를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리 차단 또는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적 포석이다.
이와 같은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대결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다. 역사적으로 강대
국들 간의 패권 경쟁은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는 경향을 띠어왔기 때문이다. 확장되는 상대의 세력
에 대응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요충지를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전략
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은 21세기 형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음을 알린다.13)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전략이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또 다른 패권국이 출현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아시아는 서로 경쟁하는 3개의 잠재적 강대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미국은 이들
3개국, 즉 중국, 일본, 인도 중 적어도 1개국과는 반드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패권 도전국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pp. 1046-1079. Title XII, Subtitle E 항목이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12) House of Representatives. (2018). pp. 1046-1079.
13) ‘그레이트 게임’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원수. (2014).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과 한러관계의
지정학.” 서양사학연구 제30집.

-

5

K ID A D efense Issues & Analyses

등장 시 나머지 한 나라와도 협력해야 한다. 일본과 확고한 동맹을 맺어 온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여 인도에게 접근하는 것은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사태의 귀결이다.
2018년 5월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Pacific Command, PACOM)’의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
(Indo-Pacom)’로 공식 변경했다. 흥미로운 점은 태평양 사령부가 관할하던 지역 내에 이미 인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14) 따라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로의 개칭이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 전력
배치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15) 다만 지역 내 전력의 배치와 운영 방식, 전략적
중심의 이동 등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 군사전략적 차원에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
중국은 현재 자국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와 원자재, 수출입 물품 이동의 상당 부분을 남중국해-인도
양-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력과 전력 투사능력이 제한
되고 동맹을 맺지 않는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결국
‘해양 실크로드 전략(Maritime Silk Road, MSR)’은 육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보완하는 무역교통
로인 동시에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서 지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행보인 것이다.
중국은 항모 건설 등 해군력의 전력 투사능력을 강화하면서 해상 무역로상의 핵심 항만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이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해군 전력
을 상시 배치시킬 수 없는 한, 현재의 무기체계로는 해상 무역로 어딘가에서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덴만, 말라카 해협 등에서 지상에서
발진하는 공군력과 잠수함 전력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수 개의 항모전단을 운영한다 해도
전략적 취약성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5년 중국의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rea-Denial, A2AD) 전략’에 대항하

14) 이와 같이 실질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자체의 변화가 전략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메티스 장관 부임
후 미 국방부는 중국과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개칭 및 새로운 전략적･군사적 접근방안을 1년에 걸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Houck. (2018).
15) 오바마 행정부 시기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은 아태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전략 폭격기 등 해외 주둔 병력
의 60%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C News. (2013. 6. 2). “미군 전력 60% ‘동아시아’로…중 ‘중국 견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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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중 군사전략으로서, ‘공해전(Air Sea Battle, ASB)’의 명칭을 공식 폐기하고 ‘국제공역에서의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JAM-GC)’으로 개칭한 바 있다.16) JAM-GC는 2016년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
지 않고 있다.17) 그러나 공해전으로부터 JAM-GC로의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
간 군사협력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8)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핵심은, 중국 연안 지역에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를 집중 배치함으
로써 미국의 항모전단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
해전’은 공군과 해군의 효율적 합동작전을 통해 분쟁 초기 중국 내륙의 지휘통제 시설(C4ISR)을 빠
르게 타격함으로써 중국이 장거리 정밀 유도 전력 자체를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마비전’이
었다. 공해전은 미 해･공군의 압도적 전력을 고려할 때 매우 효과적인 작전개념이었으나, 만일 분쟁
초기부터 중국 본토에 대한 타격을 실시할 경우 위기가 급격히 격상되고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마저 있었다. 나아가 미국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19)
공해전의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JAM-GC이다. JAM-GC가 형성되는 과정
에서 공해전의 대안적 작전개념으로 제시된 대표적 사례로 ‘원해 봉쇄(Distant Blockade)’ 및 ‘연안
통제(Offshore Control)’를 들 수 있다.20) 원해 봉쇄란 말라카 해협과 같은 중국 무역로상의 주요
거점을 차단하여 중국이 무역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연안 통제는 나아가 중국이
일체의 해상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군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력 투사 능력이 탁월한 미국
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동맹 및 우호국과의 군사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인도와의 협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21)
16) 설인효. (2015. 7. 22). “美전략 ‘공해전투’ 명칭 폐기… 중 억제력 약화?” 국방일보.
17) 던포트(Joshep Donfold) 합참 의장은 2016년 10월 동 개념의 1차 완료본(비밀)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chael E.
Hutchens. (2017). William Dries, Jason C. Perdew, Vincent Bryant, & Kerry Moores.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uever in the Global Commons.” Joint Forces Quarterly 84, 1st Quarter. p. 135.
18) 설인효. (2017). “트럼프 행정부 대중 군사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JAM-GC 개념의 발전방향 분석을 중심으로.”
신안보연구 제191호. pp. 171-199.
19) Aaron Friedberg. (2014). “Beyond Air-Sea Battle: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IISS). pp. 88-91.
20) 또 다른 대안적 개념으로 ‘군도 미사일 방어 전략(archipelagic defense strategy)’도 들 수 있다. ‘군도 미사일 방어’란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 함께 빈틈없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함으로서
이를 무력화하는 전략개념이다. Andrew Krepinevich. (2015). “How to Deter China: The Case for Archipelagic Defense.”
Foreign Affairs, March/April.
21) JAM-GC는 원해 봉쇄와 연안 통제, 공해전을 종합한 작전개념인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분쟁 초기부터 곧바로 공해전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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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가능성 및 향후 전개방향 전망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 왔다.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
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다음 날 중국은 ‘패권에 깊이 빠져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
의 패권을 노린다고 여긴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22)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태 재균형
전략의 수정판이자 중국 견제 및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 양자 모두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로서는 어느 한 편을 조기에 선택하기보다 최적화된 ‘이중 헤징 전략(dual
hedging strategy)’을 구사하여 국익을 최대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23) 인도의 전략적 가치 부상
은 미･소 냉전기에 인도가 보유했던 전략적 위상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인도가
미국에 쉽게 협조할 것이라 판단한다면 섣부른 오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4)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입장도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착취적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지역 국가들은 아･태 재균형 전략 이후 미국의 개입 강화를 환영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국가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지역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환태평양경제협력파트너십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탈퇴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 평가하고 있다.25)
일관된 지역전략 수립보다 국가별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고려할
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적 모습을 갖출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동맹
재편 및 자유무역협정 개정, 무역 수지 개선 등의 정책 사안들을 생각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는 대신 먼저 원해 봉쇄와 연안 통제 작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공해전 실시를 압박함으로서 중국의 추가적 대응을 억제하
고 중국이 정치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설인효. (2017). pp. 171-199.
22) 박병광. (2018. 6). “미중 패권경쟁과 지정학게임의 본격화: 미 태평양사령부 개칭의 함의를 중심으로.” Issue Briefing
18-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 3.
23) 박병광. (2018). p. 3.
24) Alyssa Ayres. (2018. 5. 28). “The US Indo-Pacific Strategy Needs More Indian Oc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5) Michael Green. (2018. 3). “China’s Maritime Silk Road: Strategic and Economic Implication for the Indo-Pacific Region.”
China’s Maritime Silk Road. C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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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보다 정치･경제적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치적 수사(修辭)’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그야말로 드넓은 인도-태평양 공간 속에서 다양한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낼 정치력
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6)

▮ 한･미 동맹에 대한 함의 및 대응방향
향후 한국은 전작권 전환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동맹전략 및 한･미 동맹
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미래의 한･미 동맹이 결국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상술한 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념과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고 그 발전 방향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전략이 미국의 동맹전략 일반과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경향성은 발견된다. 먼저 광역성이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 개념은 지
리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지리적 확장은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하락될 수 있음
을 암시한다. 즉 보다 큰 지역을 감당해야 하는 미국의 부담은 확대되는 반면 개별 동맹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해양’과 ‘인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추진된 ‘아･태 재
균형 전략’은 남중국해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략의 중심이 전통적인 동북아 강조에서 동남아 강조
로 옮겨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결을 강조하는 등 해양 공간
을 강조하면서 인도를 새로운 키 플레이어로 부상시키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조 개념 내지는 하부 전략으로 이해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4개국
협력 전략(the quad cooperation)’ 역시 미국의 동맹전략에 일정한 함의를 갖는다. 동맹의 역할 강화

26) 트럼프 행정부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개념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핵심 개념은 ‘자유롭고
(free) 열린(open) 인도-태평양’이다. 국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여기서 ‘자유’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그들의 주권
적 선택에 대해 어떠한 강압도 받지 않으며, 대내적으로는 인권보장, 투명성, 반부패 등이 관철되는 자유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이란 지역 및 세계 경제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항행과 항공비행의 자유를 의미한다. Alex Wong(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partment of State). (2018. 4. 2). “Briefing on the Indo-Pacific Strategy.”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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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해 온 미국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중심 국가를 설정하고 이들을 구심점으로 한 동맹 간 협력을
강조해 왔다.27) ‘4개국 협력’은 이와 같은 중심 동맹국들 사이의 협력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동맹
국 사이의 위계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28)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동맹 조정의 가능성을 앞둔 한국에게 이와 같은 미국발(發) 불확실성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단기적
으로는 미국 내외의 상황 변화 속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전략에 대한 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미･중 간 갈등고조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으로
부터 개입을 요청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명확한 국익 판단과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의 수립이다. 트럼
프 대통령 동맹전략의 불확실성과 미･중 경쟁의 지구적 확장으로 인해 한･미 동맹에 가해질 변화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등한 동맹’을 지향해 나가는 것은 미국이 추구
해 온 대외전략 방향을 고려할 때도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미래에 맞이하게 될
다양한 상황하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하며 양국의 국익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나갈 수 있는 동
맹 미래 비전의 창출이 시급히 요청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60여 년간의 연합작전 수행 경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호 작전 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달성, 보유하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어 감에 따라 전 지구 차원으
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규칙과 규범에 입각한 세계질서 유지’에 함께 기여해 나간다면, 굳건한 동맹
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장된 한국의 국력에 걸맞은 전 지구적 위상을 수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역사가 입증하듯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온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7) Karla Mae G. Pabelina. (2014). “Diversifying Bilateral Security Relations Beyond the US Hub-and-Spoke Alliance
System.” CIRSS Commentaries, Vol 1. No. 4.
28) 대중 견제에 있어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미국의 동맹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느냐에 대해 지속
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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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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