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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7 년 1 월 랜드연구소에서 "피벗 투 아시아 (Pivot to Asia)?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회의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과거 양측의 협력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향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해보기 위해 진

행된 것이었다. 기후 변화, 무역 및 투자, 국가 안보, 인권 및 거시 경제 문제 등이 논의되었

다. 회의는 참가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발표된 내용이 이 보고서 1 장부터 9 장에 정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당시 제기된 비

판 및 논평 또한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각 참가자들의 견해이며 RAND 

의 연구 및 품질 보증 프로세스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전부 계승하진 않으리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자명했다. 미국은 실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파기하고 파리 기

후변화협약을 탈퇴하였으며 경제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관여할지 모르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꺼이 고려할 용의가 있어 보

인다. 남아시아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목받던 일부 지역의 중요도는 트럼프 행정

부에서 후 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록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국가안보 이슈에 또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

다. 하지만 미국이 기후변화, 경제, 국가 안보, 인권 분야와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에 관

여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은 그동안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미국은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선도 국가와 수년간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미

국의 일방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립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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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까? 새롭게 발견되는 추세를 
고려해보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의 경우,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과 인도는 협약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다시 한번 
발표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유럽의 기후변화협약 지지와 맞물려 아시아가 기후변화 이슈
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는 새로운 리더십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의 경우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리더십이 부재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스
스로 리더십 공백을 메꾸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이유로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잔류한 국가 중에는 서로 간의 무역량이 미국과
의 무역량을 넘어서는 국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만큼 높은 수준의 상관습을 지닌 국
가도 없다. (본래 12 개의 TPP 국가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TPP -11 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
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몇 달씩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국가
들이 원래의 파트너십을 위해 기울였던 정치적인 노력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노력은 부
분적으로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
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날지 아직 모르는 데다, 아시아의 
역동성과 미국과 아시아 양측이 공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아시아
에서 여전히 미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1) 기후변화, (2)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지적 재산권, (3) 국가 안보, 

(4) 인권, (5) 거시경제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

조지타운 대학교의 Jonna Lewis 박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협력 전망 
(�e Outlook for U.S. Engagement on Climate Change in Asia)" 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과 이 정책이 대중국/인도와의 관계에 끼친 영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Lewis 박사
는 UN 이 2009 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의에서 국제 기후협약을 끌어내는 데 실패하자, 
미국이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중국 및 인도와 양자 협약을 시도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당시 논의된 협약 타결 조건은 기술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였는
데, 이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중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파
리 기후변화협약을 이끌었고, 2017 년 5 월 기준 인도와 일본을 포함한 174 국가가 협약
에 서명하였다. 

Lewis 박사는 미 • 중 관계가 기후 변화 협약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였는데, 
이는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점차 양국 관계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
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기후 변화와 청정에
너지 분야에서 수십 년간 협력해왔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 Lewis 박사는 "2009 
년 이후로 양국의 협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각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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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연구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청정에너지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상업 회사
를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미 • 중 전략경제대화를 포함한 두 국가
의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는 무역 장벽이나 국제 안보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
이 다뤄질 수 있었다. 미 • 중 간 고위급 교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춘 두 나
라가 정치적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는 미 • 중 관계에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하
는 이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산업과 국내 석탄 산업이 직면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 조합 (energy mix) 을 다양화하기 위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처럼 큰 공통분모를 갖는 이슈는 없을지 모른다. 양국은 수많은 청정에너지 기술
과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또한새로운 청정에너지 산업 발달의 선
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 노력해왔고, 이는 시장에서 점차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2013 년에 출범한 기후변화 실무그룹 (the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전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실무 그
룹이 없었다면 코펜하겐 협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각 국가 간 의사 교환이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파리기후변화 회의를 성
공적으로 마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해를 같이했
다는 사실에 있다. 

기술적 수준에서,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실무그룹 (CCWG) 이
상의 협력이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 2009 년 코펜하겐 회의 훨씬 이전에 서명되었던 협정
을 포함한 양자 협약의 대부분이 유지되었고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이슈를 포괄하도록 확대되었다. 

양 국가 간 기술 협력을 위한 다양한 통로가 개설됨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협력
관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국의 경우, 서로 연관이 있는 주제를 
다양한 기관이 연구하기 때문에 기관 간 조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
는 일부 협력방안이 경시되고 있는 경우도 최근 있었다.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협력 방
법 가운데 가장 야심 찬 시도라고 할 수 있는 미 • 중 청정에너지연구 센터 (the U.S.-China 
Enemy Research Center) 가 3 개 트랙에서 5 개 트랙으로 확대되면서, 성공적인 연구 결과
를 내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연구원과 프로젝트, 수백만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에 대한 관
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미 • 중 협력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양국 모두 파리 회의 이
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Lewis 박사는 2015 년 12 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각국 정상이 모
일 때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180 개 국가에서 이미 각국
이 설정한 기준치를 달성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협정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성공적으로 조인될 수 있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해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이산
화탄소 배출국들은 물론 중국 및 인도의 국내 정책과도 잘 연계되어 있으나 미국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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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는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이는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더라도 아시
아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Lewis 박
사는 만일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변화 협상에 지속하여 참여한다면, 저탄소 투자를 위한 
재정 활용 방안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협력 
초기 단계에 있는 인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출을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에너지 분야 개선을 지원하거나, 대체 에너지 또는 효율적인 석탄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Yasuko Kameyama 박사는 논문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아
시아 국가의 대응과 미국 기후정책에 대한 견해 (How Asian Countries Are Responding to the 
Problem and How �ey View U.S. Climate Policy)" 에서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의 기후
변화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다루었다. Yasuko Kameyama 박사는 4 개 국가 모
두 기후 변화가 심각한 위험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고 밝
혔다.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의견은 정권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정권
은 "과학적 불확실성",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받는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들며 2001 년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네 아시아 국가는 사안의 긴급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정권의 의지, 공평성 
(이산화탄소 감축량과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는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
였다. 일본과 관련하여, Kameyama 박사는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함에 따라 일본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전 세계 방출량의 3% 미만으로, 일본의 방출량 감소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
화를 완화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추가적인 기후 변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물러
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파리 기후변화 회의 이전까지 상당히 미
미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였다. 일본은 현재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조인한 상태다. 

Kameyama 박사는 일본 정부의 기후정책 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하
며, 일본의 국내 정치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Kameyama 박사에 따르면, 여당인 자유민
주당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이 일본의 비즈니스 및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0 년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일본의 전략은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2011 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 전력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었
다. 일본은 대체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산림 탄소상쇄사업이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매해 교토 의정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Kameyama 박사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일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큰 논쟁이 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더욱이 신조 아베 정부가 이산화탄소 방출량
에 대한 비용 부과 조치 없이 2016 년 4 월부터 전력 시장의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석탄 발
전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 산업계는 기후 변화 조치들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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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Kameyama 박사는 "현재 시나리오
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화석 에너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로 인해 한국이 배출량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0 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2030 년까지 목표한 만큼의 배출량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전 일본과 마
찬가지로 한국은 전력 발전 분야 탄소 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원에 의존하
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러나 Kameyama 박사는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기준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이고, 한국 산업계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
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매우 독특한 문
제가 있다. 삼림 벌채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지하 이탄지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 자원 (석유, 석탄 및 가스) 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절
약 및 재생 에너지 정책을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부시 행정부와 이해관계가 일
치했다. 이러한 입장은 산림보존 활동이 해외의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변화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기후 변화 정책을 지원하는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도의 경우 개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적은 편이지만세계에서 3 번째로 온
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개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
진국 수준에 이를 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축 목표가 공평하게 설정되
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
지 않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설득에 따라 인도는 2016 년 9 월 협약을 조인하였다. 

Lewis 박사가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의 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원했다. Kameyama 박사는 인도 정부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속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지적 재산권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에 있어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는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아시아의 선진국과 미국은 지적 재산권 우위를 통해 혜택을 누려왔는데, 최
근 각 국가의 지적 재산권 개발과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해 이러한 지위는 위협을 받고 
있다. Arkansas 대학의 Difei Geng 박사와 Vanderbilt 대학의 Kamal Saggi 박사는 논문 "미
국과 아시아의 경제적 관계: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특허 분야 최근 추세에 대한 정책
적 함의 (�e U.S. Asia Economic Relationship: Policy Implication of Recent Trends i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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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atenting" 에서 어떻게 이러한 이슈가 발전되어 왔는지 연
구했다. 

1990 년부터 2014 년까지, 전 세계 GDP 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에서 1/3
로 증가했다. 이 기간 아시아 GDP 에서 중국의 GDP 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에서 40% 로 
급격히 증가했고, 일본의 GDP 는 57% 에서 18% 로 감소했다. 아시아의 성장은 수출에 기
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국이 2001 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두드러
졌다. 아시아가 현재 세계 수출의 40% , 유럽은 38%, 미국은 8% 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수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 대외무역의 1/3 이 아시아 지역과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량 증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한 제조업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 년 16.1% 에서 2014 년 24.4% 
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회사들이 유럽 지역의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서 직접 투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 년부터 1994 년까지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의 14% 를 아시아 지역에 투자했으나, 이 비중은 2010 년부터 2014 년 동안 10% 
로 떨어졌다. 

전 세계 특허출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7 년 49% 에서 2014 년 60% 
로 증가했다. 중국은 1997 년에는 전체 특허출원의 4.3% 를 차지했으나, 2014 년에는 57% 
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중국 자국 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경향은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수입국의 역할과 아시아 제
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의 우수한 지
적 재산권과 그동안 축적된 금융자산으로 가능했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만, 아시아에
서 개발된 지적 재산권의 질과 양이 늘어나고 자본이 축적되면 이러한 현상은 바뀔지도 
모른다. Geng 박사와 Saggi 박사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미국과 아시아가 지금까지 마찰
을 빚어왔지만, 아시아의 혁신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 미국과 새로운 협력 기회가 만들
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과 아시안 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공동 발명에 해
당하는 미국의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미국이 아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누려왔으며 이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외국
인 직접투자 분야인데,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또 다른 분야는 서비스 무역 (service trade) 분야이다. 미국과 유럽, 미국과 다른 
지역 간의 서비스 무역을 비교했을 때 미국과 아시아 간 서비스 무역은 제한적으로 이뤄
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촉진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보
호와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성사되었다면 미국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
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는 양자 간 협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선호와 결부
하여 무역, 투자, 재산권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협정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Geng
과 Saggi 박사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는 미국 내 정치 풍토가 국제 무역
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
무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련하여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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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e Diplomat 의 부편집장인 Prashanth Parameswaran 은 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전망 (�e Future of U.S. Northeast Asia Policy Under Trump)" 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했다. Parameswaran 은 "네 가지 
변화: 위협 요인에 선택과 집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꺼이 도움을 줄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선택과 강조, 일방적인 조치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상당한 의지, 강한 지도자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높은 수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Parameswaran 은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취임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의 심각한 위기와 미국 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던 오바마 행정부는 5 가지 특징에 근거한 장기적인 (long-game) 대외 
정책을 구사했다. 첫째는 다자화된 세계에서 더 큰 부담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현존하거
나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것, 둘째는 규칙과 규범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 기구를 수립하는 것, 셋째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이전에는 현실화하지 못
했던 협력을 촉진하는 것, 넷째는 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하도록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 다섯째는 군사력보다는 미국의 가용한 모든 정책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란
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했고 국제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실패한 부분도 있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급진적 이슬람교
도들의 테러 행위가 지속되었고, 북한이 핵무기, 탄도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지속하여 
개발했다. 위협 요인을 한정하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써 재빠
르게 대처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는 매력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라는 모토로 설명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도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선택적인 위협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핵을 보유한 북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잠복해
있는 이슬람 국가가 미국의 위협에 포함된다. 일본과의 경우처럼, 일반적 위협 보다는 특
정한 위협에 대비한 연합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의 파트너는 "정권의 유형보다는 
기여도에 따라 규정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의 독재자들과의 협력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일본의 신조 아베 또는 대만의 차이잉원 대통령과 같이 미국의 이상
과 부합하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태국 군사정부의 쁘라윳 찬오차,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
르테 대통령, 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을포함한다." 

Parameswaran 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바마 정권의 장기적인 
접근 방식보다 일방적인 조치나 군사력을 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동맹인 일본 및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일본과 
미국이 지고 있는 부담을 조정하고자 하겠지만 결국 미 • 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viii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 • 일 간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
임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북한에 대비한 미 • 일 간 협력은 자연스러운 조치가 될 것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 후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 내에
서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의 선거 결과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
책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 • 미 • 일간 3 자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하지만, 이러
한 정책은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중국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며 이러한 경쟁이 미 • 중
간 전반적인 관계와 협력의 기회를 해치지 않게 했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관계의 
경쟁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Parameswaran 는 주장했다. 이는 아
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와 같은 협력적인 측면을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북한과 
같은 이슈에서 중국의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Parameswaran
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과 대립하며, 힘을 행사하여 중국의 협상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시퀘스트레
이션을 폐지하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350 대 규모의 해군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몇몇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이러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 두 번째 항
공모함을 배치하고 구축함, 잠수함, 미사일 방어 포대를 배치하며, 일
본이나 호주에 기지를 확장하고, 한국에 공군 장거리 타격 자산을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아래와 같이

…위기 지역 (flashpoints) 로 여겨지는 곳에서 중국과 기꺼이 대립할 것
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중국의 지속적인 팽
창과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상원의원과의 대화에서 공공연히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
는 또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 (One China 
policy) 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시진핑 주석
과의 통화에 관한 언론의 많은 보도에도 불구하고,이 문제에 대한 트럼
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는 대만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길 
원한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더 많
은 협력을 끌어내고 싶어 할 지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여와 대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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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역, 특히 북한에서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길 희망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동북아시아 정책의 단기적인 성과는 북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Parameswaran 은 제재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높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오바
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
한 모든 포괄적인 전략은 억제, 압박, 대화를 다양한 정도로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
정부의 접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관여 정책보다는 억제의 압박 정
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arameswaran 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안의 심각성과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관심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
램을 고려할 수 있다. 비밀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 비대칭 
작전뿐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조치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미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the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책임자인 Gregory Poling 
연구원은 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동남아시아 정책 (Southeast Asia Polic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남아 정책을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에서 동
남아 지역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미
국의 이익을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매우 다른 
조치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접근을 주장했고, 지역협력 
아키텍처를 위한 조직으로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 중심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Poling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거래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길 선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권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지속하여 지원하였
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점차 약해질지 모른다.

Poling 연구원이 주목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특징은 "동남아 지역 전문가가 이
상하리만큼 적다는 것" 이다. Poling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관심을 기
울이는 만큼 아시아 문제를 중국, 때로는 북한을 중심에 두고 논의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러한 현상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
무장관 렉스 틸러슨, 중국에서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매튜 포팅어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내 스태프의 특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아시아 대외 정책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중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ㅡ 그리고 대선 직후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 위안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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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조작, 남중국해 지배력 강화 시도, 북한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비
판해왔다. 

동남아시아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여러 아세안 국가들의 국내 정치 불안,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로 인한 문제, 테러리즘 활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미
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만일 미국이 사전대책을 마련하
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이런 문제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Polling 연구원은 밝혔다. 예를 들면, 지난 20 년간 미국-동남아시아 협력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1 세기 초 동남아시아 지역을 괴롭히던 테러리즘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 국가의 등장은 동남아 지역에서 새로운 위협이 되
고 있다. 그는 동남아시아가 이슬람 급진주의와 테러리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슬람 테러 세력의 피난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여러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
가들은 미국의 역할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하려고 할지 모른다. 많은 국가가 중국의 영
향력 확장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 동맹을 결성할 수도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
주와의 관계 발전, 베트남과 일본, 인도와의 군사 협력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
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도 있다. 

Poling 연구원은 미국이 고려하지 않기에는 동남아시아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동남아시아 지역 투자 금액이 중국의 4 배 인도의 10 배 이상이라
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지더라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그 중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
내 정치와 테러리즘으로 야기되는 여러 안보 문제는 동남 아시아들이 조만간 트럼프 행
정부의 관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정치적 위기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 
대처하기보다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위한 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인도네시아 지부 Evan Laksmana 연
구원은 논문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무장하는가: 실증적 분석 (Why is Southeast Asian 
Rearming? An Empirical Assessment)" 에서 냉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주제에 대한 해명은 이중적이다. 첫 번째로, 동남아지역은 국
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지역이다. 둘째로, 문헌은 지역적 요인 (regional forces) 을 군비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van Laksmana 연구원은 지
역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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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외부의 위협,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공격적인 행동이다. 둘째는 시장의 영향이다. 경제가 성장함
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무기 공급처가 존재한다. 
셋째는 군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아시아 국가들을 일상적인 작전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노후화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Laksmana 연구원은 그의 보고서 대부분을 중국의 위협이 국방비 지출의 원인인지를 
규명하는데 할애했다. 동남아시아 10 개 국가 각각의 국방비 지출액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국방비 증액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이 실제 원인이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릴 때 다음과 같
은 행동들이 하나 이상 발견되어야 한다고 Laksmana 는 말했다. (1)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과 비례해야 한다. (2) 무기/장비 획득 전략은 위협 요
인과 일치해야 한다. (예, 구입하는 장비의 종류 등). (3)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서 무
기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4)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하
기 위해 전략, 작전 개념, 군사 구조를 발전시킬 것이다. 

만일 경제성장이 국방비 지출의 원인이라면 (1) 각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외국 방
산업체가 있어야 하고 (2) 각 국가의 요구에 맞게 각 업체가 무기를 개조하여 공급하며 (3) 
가격을 두고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현상이 발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의 현대화가 주요 원인이라면 (1) 기존 무기체계를 교체하거나 업그
레이드하는데 국방비가 지출되며 (2) 장비에 대한 지출이 전체 국방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저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에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고, 
여러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할지 모르지만, 군사비를 지출하는 방식은 노
후된 무기체계와 수입에 의존하는 군사력 구조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Laksmana 연구원은 그의 연구에서 2012 년 부터 (그리고 2021 까지 예측되는) 작전, 
정비, 인력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전체 국방비의 80% 에 달하며 무기 획득에는 그 나머
지 비용의 대부분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개발을 위해서도 일부 예산이 사
용되었는데, 이는 무기체계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
기체계 획득과 연구 개발을 위해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매년 약 1 조의 국방비가 지출
되었다.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2014 년부터 매해 평균 7 조 달러를 무기 구매에 사용하
였으며, 인도는 매해 평균 10 조 달러를 사용했다. 한국은 2017 년 한해 현대화를 10 조 달
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의 (1950-1990)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군사 기술 및 장비 수입에 사용한 예
산을 냉전 이후 (1991-2015) 와 비교해 보면 일부 차이는 있지만, 경상 달러 가격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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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을 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
러한 결과는 국방비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국은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냉전 이후 수입한 무기 목록을 살펴보면 주로 (1) 항공기, (2) 함
정, (3) 센서 혹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자산 (4) 미사일이다. 특히 해
군력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Laksmana 연구원은 해군력의 향상이 중국과 직
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해적 행위, 밀거래, 불법 조업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고, 국가 주
권 보호 외 기타 목적을 위해 해군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군 현대화와 관련하여, Laksmana 연구원은 2016 년 기준 미얀마를 제외한 (19.7 년) 동
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된 군사 기술의 연한이 20 년이 넘는 것으로 밝혀냈다. 대
부분의 무기체계 연식이 평균 20 년에서 25 년인 것을 고려해볼 때, 군 현대화는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장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냉전 전후 각 국가의 무기 공급 업체의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현상은 무기 체계를 바꾸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
한 ‘자물쇠 효과 (Lock-in e�ect)’ 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
속된 것은 시장 요인이 국방비 지출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해준다. 미국이 가장 큰 
무기 공급처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그 다음이다. 냉전 이후 중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만 주요 무기 공급처이다. 

Laksmana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중국보다는 시장요인과 군 
현대화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시장요인과 군 현대화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보와 무기 판매 국가의 시장 지배 비율에 대한 추가 정보
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인권

국제인권감시기구인 Human Rights Watch 의 Sophie Richardson 연구원은 "인권과 미
국의 아시아 정책 (Human Rights and U.S. Policy in Asia)" 보고서에서 1970 년대 이래로 미
국은 전 세계 각지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을 대외정책 우선 순위로 고려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인권이 국가 안보 또는 무역과 같은 다른 외교 정
책에 대한 우려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
에 처했을 때는 항상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에 대해서는 말치레만 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역 내 영향력 향상으로 인해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간에 적절한 균형
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Richardson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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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버마1, 캄보디아, 북한, 필리핀, 태
국 정부의 폭력성은 미국이 각 국가와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한 관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국과의 지역적 관계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
에서 그렇다.

그녀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지 평가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 중국에서 어떻게 개정되어왔는지 조사했는
데,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큰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인권의 
행사가 중국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인권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 사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며, 그는 시진핑 정권에서 상황이 악화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 내 인권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인을 주목했다.

•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안보 수단의 증가. Richardson 연구원
은 "이러한 법안이 가족과 선택한 변호인과의 면회를 포함한 공정한 재판, 온건
한 의사 표현의 권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직접 위반한다." 라
고 주장했다. 보안군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단순한 범죄, 혹은 절차
적 위반을 했을 때 대부분 면책을 받는다.

• 중국 공산당 영향력의 수단으로서 법 체제 활용의 증가. 1980 년대 이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체제를 개선한 이후,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2000 년
대 중반 반대에 뒤바뀌기 시작했다. 최근의 규제는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사
례의 제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 판사가 공산당 정권과 논의하도록 요구,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변호사의 활동 여부와 방법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Richardson 연구원은 "판사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피고인의 혐의를 기각하고 학
대의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 교도관들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라고 했다.

•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 축소.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대한 검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방화벽
을 포함해 여러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금지했고, 가상 사설망 (Virtual Private Net-
work) 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현재 상황은 시진핑 주석이 2016 년 2 월 People’s 
Daily, Xinhua, and China Central Television 본부를 방문했을 때 언급했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당에 운영되는 모든 미디어 매체는 당의 의지
와 계획을 대변해야 하며, 당의 권한과 단결성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1 1989 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군사정부는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바로 변경했다. 그 이후 국호의 사용은 정치적인 문
제와 관련이 있는데, 미얀마 명칭의 사용은 군사 정권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반면 버마라는 명칭은 민주주
의 지지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최근 이러한 차이는 완화되고 있다. 미얀마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되는 반
면 일상에선 버마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랜드는 미얀마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버마 미얀마
가 모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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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또한 홍콩 사법부 및 홍콩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본법 (the Basic Law) 에 명시된 대로 영토 내 보편적 선거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고 Richardson 연구원은 말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해외에 망명을 요청한 중국
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해당 국가들에 압력을 가했다. 중국은 심지어 해외로 도
피한 부패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추적하기 위해 비밀 요원을 파견하기까
지 하는데 이는 인권 남용을 위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중국 당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
냈지만, 어떤 국가도 아직 그 행동을 기소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딜레마는 중국이 이
러한 행위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미국
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자주 주장했는데 경제나 무
역 관련 문제, 안보 위협, 혹은 양국 관계의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는 주
장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것으
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Richardson 연구원은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다음과 같
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중국은 여러 이슈에 관해서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통
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창피를 싫어한다. 그리고 중국은 
견고한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 또한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고등
교육 기관, 정치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필요한 두 번째 여권  
(시민권) (second passport), 돈을 보관하기 위한 국제 은행을 위해 외부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Richardson 연구원은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 HRW) 가 미-중 전략 경
제 대화에 경제 및 무역 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인권을 구성요소로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고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한 미국이 인권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
터의 강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어느 정도로 취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녀는 또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복잡성에 대해 논의했다. 인
권 유린이 심화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하여 현 행정부가 직면한 세 가지 이슈는 (1) 인권 문
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2) 북한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UN 차원에서 외교적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3) 체제 붕괴를 대비한 계획에 인
권 보호 문제를 어떻게 더 잘 반영시킬 것인가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제재를 받
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군사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자유주의 체제로의 정치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미얀마의 경우, 
문제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중국은 과거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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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미얀마 개입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거래
를 제한하고자 한 것을 막았다.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의 경우, 두테르테 정권에서 반자유주의가 점차적인 부상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유사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미국은 인권 문제로 필
리핀을 압박하는 것을 꺼려왔다.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태국의 경우, "기본적인 시민
권 및 정치권조차 쉽게 허용하지 않는" 군사 정권 또한 미국으로부터 인권에 대한 압박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 최근 몇 년 간 훈센 (Hun 
Sen) 정권하에서 인권은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 캄보디아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지만,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은 캄보디아 경제와 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지역에서 인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엔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
고 있고, 종종 인권이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중
국이나 북한과 같이 고집스러운 국가와 대면하고 있다고 Richardson 은 결론지었다. 그녀
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국내외에서 인권 문제에 얼마나 역점을 둘 것인
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부담이 클 것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
요하고 역동적인 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하지만 결점이 있는) 
옹호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비판적으로 폭력적인 정권과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통치를 강화할 것인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문제다.

미국 국립 민주주의 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의 Michael Davis 박사
는 그의 논문 "미국 인권 정책 및 아시아 : 지역의 견해 (U.S. Human Rights Policy and Asia: 
View from the Region)" 에서 아시아 국가의 인권 신장을 방해하는 국내적 원인을 분석하
고 미국이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의 인권 
신장을 돕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아시
아 지역의 발전된 민주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과 긴밀하게 제휴해왔다. 필리핀, 미얀마, 태국과 같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는 민주화와 인권이 신장함에 따라 발전하고 그
렇지 않으면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Davis 박사는 민주주의가 취약하고 헌법이 인권 신장
에 장애가 되는 국가의 사례를 제시했다. Davis 박사의 핵심 주장은 아시아에서의 인권 신
장 실패의 이면에는 설계나 시행의 부분에 있어 부실한 헌법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 헌법 거버넌스의 3 가지 기본 제도로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를 들
었다. 국가 인권위원회, 주제별 위원회, 부패 방지 단체와 같이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
한 기관들이 헌법의 구조를 완성한다. 토착화의 방향 아래서, Davis 박사는 이러한 기관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적 포섭과 책임
의 수단을 더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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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 국무부는 매
년 세계 각국의 인권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한다. 미국은 종교 자유 보고서 (Religious 
Freedom Report) 와 기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선거권, 표현의 자유, 노동권, 차별, 집단 간 
분쟁과 관련된 권리, 아동, 여성 및 소수 민족의 인권과 같이 아시아의 우려되는 분야들
을 지적한다.

두 번째 미국의 접근법은 미국 국제개발처 (�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의 공식 부처를 통해 인권을 더 확실히 신장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국제개
발처는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정치적 자유"2 를 촉진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한, 미국은 미국 국립 민주주의 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준독립적인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주
최 정부 (host-government) 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활동의 효과성을 심각하게 제한
할 수 있다.

미국의 여러 민간단체들도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은 주최 정부의 요구 사항에 제약을 덜 받지만, 그들의 활동은 각 국가의 규
칙을 적용받는다. 민간단체들은 헌법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보다는 선거, 노동, 성, 소수 
또는 아동 권리와 같은 특정 범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헌법 위기가 커지면서 지역, 헌법 개발에 대한 훨씬 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
하다. 

Davis 박사는 인권에 대한 헌법 주의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리핀, 태
국, 미얀마의 헌법 위기에 대해 논한다. 필리핀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약한 연유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미성숙한 민주국가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헌
법은 합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 토착민에 대한 국가위원회 등 부
패와 인권을 감시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수 민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지역의 비정부기구
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자원이 부족해 거의 지속해서 헌법 
위기를 겪는다" 라고 Davis 박사는 지적했다. 그 결과 필리핀은 법적절차가 없는 정부의 
즉결 처형 (extrajudicial), 실종, 정치범, 취약한 형사 제도, 취약한 검찰 기관, 인신매매, 아
동 매춘, 그리고 군대 내에서의 면책과 같은 지속적이고 분명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 아래에서 국가 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는 공식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부가 2014 년부터 태국을 장악하고 있다. 임시 헌법 및 계엄령
은 수 많은 체포를 통해 연설, 집회, 인터넷, 언론 및 학문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2 U.S. Department of State, Enduring Leadership in a Dynamic World,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
view, Washington, D.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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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왕실보호법 (lèse-majesté law) 은 탄압의 주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 

Davis 박사는 정권에 의해 법원과 인권위원회가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인권 집행을 위
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연유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엄격한 인터
넷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왕실 모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미얀마는 2015 년 선거를 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다. 군부는 의회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군부 통치하에 인권 침해는 극도로 심각했다. 소수
민족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탄압도 이에 포함된다. Davis 박사는 "군이 국방부 장관을 통
제하고 있으므로, 로힝야 소수민족 탄압에 관해 국민민주동맹 정부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가 얼마나 많은 통제 권한을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민주동맹 
정부의 인권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고 했다. 

기타 지속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로는 "빈번히 발생하는 강간 및 성폭력, 인신매
매, 강제 노동, 경찰에 의한 학대, 열악한 교도소 시설,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소년병, 부
패, 학계의 자유 및 의회의 권한 제한, 토지권 충돌" 등이 있다. Davis 박사는 부분적으로는  
"과거 가혹한 관행을 강요한 사법부" 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사법부는 여전
히 "심하게 부패했고 독립성이 없다" 라고 주장한다. 2017 년 미얀마 국가 인권위원회는 
여전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태국과 달리 미얀마의 시민 사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Davis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국가들이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과 태국은 미국 동맹국이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 왔다. 미얀마는 최근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으며, 미국 투자에 관한 관심을 열어
두고 있다. 

Davis 박사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시위가 헌법 목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포괄적으로 헌법을 기술하라. 특히, 헌법이 제약과 권한 부여를 포함한 포괄적
인 정치를 보장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두고 활동가들과 헌법 초안자들에게 도
움을 제공하라.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가 포함된다. 이
러한 기본 원칙은 현지화를 벗어나야 하며 핵심 가치를 지지하는 역동적인 상
호작용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파생되어야 한다.

3. 권위주의 정권의 주장에 맞서라. Davis 박사는 아시아에 여러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헌법 기관이 문화적, 종교적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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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헌법 제정 및 설
계를 지지하라. 

5. 국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

6. 담론과 포용에 대한 사법부의 강조를 통해 헌법 이행에 중점을 두라. Davis 박
사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중재의 역할은 헌법 제도의 생존에 결정적
이라고 언급했다.

7. 다국적 국가의 경우 연방주의와 자치를 지지하라. Davis 박사는 인종 집단에 대
한 인권 보호의 실패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헌법
적 연방제와 자치권을 통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Davis 박사는 아시아에서 매우 가치 있게 다뤄져야 할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방대
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이러한 전문성은 효과적으
로 사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인권 증진을 위한 얄팍한 헌법적 접근, 즉 나머지 권고사항
을 따르지 않고 헌법만 변경하는 것" 보다 낫다. Davis 박사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입헌
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은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환영받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시경제 이슈

경제 연구소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의 Ming-Te Sun 박사와 대만 중앙 
경제 대학 (Central Police University) 국경 경찰부 Pei-Shan Koa 박사는 논문 "동아시아의 거
시 경제 변동성에 관한 논의( A Discussion on Macroeconomic Volatility in East Asia )" 에서 동
아시아의 거시 경제 변동성에 관해 연구했다. 경제 성장 둔화는 이 지역의 여러 구조적 변
화의 주요 원인이며 성장에 따른 위험과 변동성의 증가를 초래한다. 중국은 이 과정의 핵
심 주자이다. 중국은 이전에 동아시아 경제가 저비용 중국 노동력에 기반을 둔 공급망을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이전 동
아시아 국가들이 수행하던 고부가가치 업무가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
급망 전체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소위 "홍색공급망" 이 생겨났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성
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 비용 환경인 베트남 등지에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어려웠다. Sun 과 Kao 박사는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외 교역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5 년 대외 교역 의
존도는 일본이 6.5% (1996 년 0.1%)에서 한국이 16.5% (1996 년 9.2%), 대만이 21.2% (1996 
년 16%)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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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의 대외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
국이 점차 고급 완제품을 소비하는 매력적인 국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
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고급 (high-end) 업무를 위
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내에 자신들의 공급망을 확대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Sun 과 
Kao 박사는 중국 내 제조업이 완제품 생산에 점차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
공한다. 공급망 중간 단계에서 하도급 작업을 위해 중국으로 유입된 물량은 2006 년에서 
2015 년 사이 총 수입의 40% 에서 26.6% 로 감소했다. 

중국은 "홍색 공급망" 의 성장과는 별개로 동아시아외의 저비용 경제 국가에 (low-
cost economies)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un 과 Kao 박사는 육상으로는 중
국과 유사리아 대륙을 연결하고 해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연결하기 위한 일대일로 정책
의 엄청난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 주목한다. 

Sun 과 Kao 박사는 공급망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성장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체를 찾기 위해 무역 연계에 관한 자료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 (PGVC) 지수 참여도를 사용했다. 이 지수는 후방연쇄효과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
치가 차지하는 비중)와 전방 연쇄효과 (총수출에서 다른 국가의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 부
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를 더해 산출된다. 후방연쇄효과가 높다는 것은 한 국가의 수출
에 부가가치 수입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방 연쇄효과가 높다는 것은 수출
에 국내 부가가치 활동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un 과 Kao 는 박사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PGVC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2011 년 
일본은 47.5% , 대만은 67.7% 였으며, PGVC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무역 혼합의 일환으로 국경 간 공급체인 활동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에서만 후방연쇄효과가 낮고 전방 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났으
며 중국, 한국, 대만 모두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전방 연쇄효과가 낮게 나타났다고 제시했
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동북아와 중국 이외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을 재조
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Sun 과 Kao 는 박사는 2011 년 기준 미
국의 PGVC 가 약 40%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는 미국이 
이 지역과의 교역을 재조정한다면 미국 또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un 과 Kao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과 한국은 트
럼프 행정부가 TPP 를 포기함에 따라, 아시아 성장에서 소외될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중
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안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시 관여할 것을 촉구했는데, 아마 초기에는 양
자 무역으로 시작해서 이후엔 다자적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