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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논문은 확실한 정의 없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미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
략을 수립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대전략의 개념과 효용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 최강대
국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미
국의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유추하여 우리의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의 대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대응을
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
후 정책 방향의 논의에서도 대전략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필
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대전략은 국가가 인식
하는 이익 혹은 목표를 위해서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역적으로 전지구적이고, 시
간적으로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장기간 유효성이 인정되는 개념으로 여
겨져 왔다. 이러한 개념은 냉전 시기 미국의 봉쇄정책 (containment)
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위협 요인이 사
라진 이후에 미국에서는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위협의 인식은 거의 불
가능한 일이 되었다. 최근 대전략의 개념은 논의하는 학자들에 따라 크
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대전략의 개념을 보면 대전략을 ① 계획 (a plan), ② 지침
(a guiding principle), ③ 행위 패턴 (a pattern of behavior) 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전략이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에서조차 대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명확한 개념 없이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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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추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
권의 변화를 넘어서는 외부 위협의 존재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이후,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논의를 보면 앞으로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장
기적인 대전략의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간된 모든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외부 위협으
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내에서 위협 요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미국의 대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은 미국
의 대전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지양하고 미국과 긴밀
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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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상대방이 존재하는 게임에서 - 사실상 우리가 처한 대부분의 모든 상
황으로 볼 수 있는데 - 전략이 없이 임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강력한 비난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는 데 국가의 안위와 관련한 외교 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
는 이 전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는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많이 존재한다. 보통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 행동
에 임하거나, 계획이 없어서 실패가 예정되었다는 의미로 전략이 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략이라는 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데, 소위 ‘대전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대전략’이라는 단어
가 학계에서도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확실한
정의 없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미국
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대전략이라는 단어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을 지내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고
조되던 국면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 위기가 강하게
몰아치는 상황에서 ‘국가대전략’ 혹은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전략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
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전략의 부재를 비판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가대전략 없이 이념에 치우친 허상 외교로…”1), “…국가 대전략을
1)

박태훈. “장성민 "한일갈등 文과 아베의 작품, 文 ‘선거’·아베 ‘커가는 한국 견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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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키는 … 감성적 민족주의…”2), “…국가 대전략이 보이지 않는
다.”3), “…국가 대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4)
처럼 국가대전략 혹은 대전략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
우는 대부분 국가 대전략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된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보다는 덜 비판적
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류의 건설적 비판이 중점인
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
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5), “…우
리의 힘을 키우는 대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6), “…아시아 태평양 질
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그런 대전략을
마련할 때입니다.”7), …“종합적인 국가 대전략이 필요합니다.”8), “…
이를 정책화하는 한국형 대전략이 시급한 이유가…”9), “…한국의 국가
적 품격을 전하는 국가대전략이 대통령의 연설에서 표명되기를 기대한
일보. 2019년 8월 4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04503286?Ou
tUrl=naver).
2) 강주리. “자유로워진 조국, 靑 떠난 뒤 대일여론전 재개…조·중 보도 반박.” 서울신문.
2019년 7월 28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8
500025&wlog_tag3=naver).
3) 정충신. “南 외교 참사, 北 외교 전성기.” 문화일보. 2019년 7월 3일 (http://www.munhwa.c
om/news/view.html?no=2019070301033830114001).
4) 김영필. “[대한민국 생존 리포트] 골든타임 5년도 안 남아…‘대한민국 대전환’ 마지막 기
회.” 서울경제. 2019년 1월1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VB5G
OH5).
5) 박우인. “김정은 南 ‘킬체인’ 무력화 신형무기 연일 과시…미사일 3종 개발 과학자 103
명 승진.” 서울경제. 2019년 8월 13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
YDG1N0G).
6) 송영택. “[데스크칼럼] 미중 패권전쟁… 한국, 강한 미국 편에서야.” 미디어펜. 2019년
7월 1일 (http://www.mediapen.com/news/view/444577).
7) 이정은. “서로 "내 편 들라"는 美中…우리 외교 시험대.” MBC News. 2019년 6월 28일 (ht
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83089_24634.html).
8) 홍제표. “[한반도 리뷰] 일본의 ‘항모굴기’…한국의 선택은?” CBS노컷뉴스. 2019년 6
월 19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168982).
9)
이희옥. “시진핑이 다시 사회주의를 호명한 이유.” 서울경제. 2019년 4월 23일 (https:/
/www.sedaily.com/NewsView/1VHZ7O4S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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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와 같은 식으로 현재 대전략의 부재로 초래된 위기 상황을 넘어서
기 위해서는 대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류의 언급이 많은 글에 나타나
고 있다.
한국은 대전략이 없다고 비판받는 것에 비해,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은 이미 마련된 대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중심에서 탈피해 동북아에서 중국만의 규범
과 제도, 질서, 이념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 주석의 국가 대전략은 미국
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11), “미국의 대전략을 구
현하는데 중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다…”12), “…트럼프의 ‘대전략
(Grand Strategy)’은 여전히 유효하다…”13), “…미국의 새로운 대전략
과 관련해 우리에게 최대 의제는 동아시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14),
“…한국의 현 정부가 만약 미국의 대전략을 방해하는 정부라고 인식될
경우…”15), “…중국의 대전략이 변화하는 와중에도…”16), “…중국은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이란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패권
을 넘어서는 대전략을 추진 중…”17) 처럼 미국과 중국은 이미 마련되어
박영준. “정부수립 70주년의 국가대전략.” 한국일보. 2018년 8월14일 (https://ww
w.hankookilbo.com/News/Read/201808141067084728).
11) 박우인. “‘함흥차사’이길 바랬던 시진핑의 방한설.” 서울경제. 2019년 6월 8일 (https:
//www.sedaily.com/NewsView/1VKC6VD3PG).
12) 김영필. “끝없이 中때리는 美…인도태평양보고서에 답있다.” 서울경제. 2019년 8월
10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WYSXGCT).
13) 김진호. “‘위대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트럼프 대전략 노골화 예고.” 경향신문. 2018년
12월 29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
812290600015&code=970100).
14) 이교관. “자유주의 패권 버리고 현실주의 회귀.” 주간조선. 2018년 12월 31일 (http://
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39100008&ctc
d=C03).
15) 이춘근. “同盟이란 敵을 共有하는 것.” 월간조선. 2019년 7월 (http://monthly.chosu
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907100032).
16) 이태환.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방법.” 신동아. 2019년 6월 12일 (http://shindong
a.donga.com/3/all/13/1756484/1).
17)
지해범. “‘對中 굴욕 외교’를 끝내려면.” 조선일보. 2019년 5월 22일 (http://news.ch
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1/2019052103467.html?utm_sour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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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전략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들의 정책 혹은 우
리 외교 안보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최근의 이러한 글들을 살펴보면 대전략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부재하면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미국 혹은 중국 등 강대국에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대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
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이미 대전략을 가지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대전략이라는 개
념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략 부분에 많은 저술을 하고 있는
핼 브랜즈(Brands, 2014)에 따르면, 대전략은 “외교 정책 용어를 다루
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는 것(p.vii)”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되
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때로는 모순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개념
과 그에 대한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대전략의 존재 여부와 효용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국의 대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인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대전략 - 만약 대전략이
존재한다면- 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국의 향후 정책의 방향을 미국의
대전략에 따라 미리 유추한다면 우리의 전략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응
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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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책 기획의 준거점
이 될 수 있는 대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응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의 대전략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정책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대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
고 잘못된 정보에 따라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수행해 나가
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전략 자체가 존재하느냐의 여부, 대전략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정치의 한 논리에 근거한 논의라기보다 그러려니 하는
추측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명확하게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한 실
패가 과연 그 정책의 기본이 되는 대전략 자체에 있는 것인지, 정책을
잘못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 방향의 논의에서도 대전략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략의 명확한 개념 없이 미국에는 대전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는 가정하에 우리
의 전략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전략의 개념
정립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전략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2장에서는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우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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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위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전략의 개념 정립을 통해
살펴 보고, 그 개념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 본다. 3장에서는 그러한 개념
에 따라 미국의 학계에서 대전략이 어떠한 것으로 정의되어 왔는지를
살펴 본다. 미국의 대전략이 어떠한 식으로 정의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대전략 (만약 존재한다면)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
할 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
는 2장과 3장에서 논의된 대전략의 개념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의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역시 과연 미국의
대전략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대전략의 개념과는 다른 어떠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미국의 대전략 개념의 논의
가 동북아와 한반도에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현재 우리
가 맞닥뜨리고 있는 동북아의 외교 안보 정세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우
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용가치
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4장의 핵심 관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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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전략(Grand Strategy)의 개념
1. ‘전략(Strategy)’과 ‘대전략(Grand Strategy)’
대전략이라는 단어는 2010년 정도부터 미국 학계에서도 큰 유행을
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 예를 들어, 예일(Yale), 컬럼비아
(Columbia), 듀크(Duke)대학 등에서는 2010년 정도부터 미국의 대
전략(American Grand Strategy) 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역사가로 널리 알려진 존 루이스 게디스(John Lewis Gaddis),
폴 케네디(Paul Kennedy), 그리고 정책 전문가인 찰리 힐(Charlie
Hill) 등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략’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던 단어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에서도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단
어는 많이 사용되던 단어는 아니라고 한다.18) 피버(Feaver, 2009)에 의
하면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생어(David Sanger)가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기사화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전략(Obama
Grand Strategy)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대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1999년 쥬디스
밀러(Judith Miller)가 미국의 코소보(Kosovo)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할
때 사용한 것, 그리고 2001년 의견 란에 실린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의
국방정책 리뷰(defense policy review)에 대해 논의할 때 사용한 정도
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2009년 이전에는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략
18)

Feaver, Peter. “What is grand strategy and why do we need it?” Foreign Policy.
April 8, 2009 (https://foreignpolicy.com/2009/04/08/what-is-grand-strateg
y-and-why-do-we-ne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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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어는 정책을 논의할 때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다루어지면서
마치 대전략이 없는 정책은 불가능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가히 대전략이라는 단어의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서 개
념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전략(strategy)의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전략(Strategy)이란 전술(tactics)과 구별이 되는 개념인데, 전쟁 및 군
대의 운용과 관련하여 시작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세비츠
(Clausewitz)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9) “전술이란 전투에서 군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술(art)이고, 전략이란 전투를 이용하여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에는 전쟁과 관련한 부분에서 전
략과 전술을 한정하여 정의하였는데, 전쟁을 이기는 데에도 단순히 연
속된 전투에서의 승리의 총합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면
서 전략과 전술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보다 확장성이 요구되었
다. 1920년대에 사용된 대전략의 의미를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군사
적, 비군사적 행위의 동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방향으로 지휘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20) 그러던 것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군사적 방면
은 물론, 외교, 경제, 정치 방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
행하던 데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대전략에 대한 개념의 논의는 과연 전쟁 시기에 국한되
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비전쟁 시기 또는 평화 시기에도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

19)

다음으로부터 재인용. Kennedy, Paul. “Grand Strategy in War and Peace:
Toward a Broader Definition,” in Grand Strategies in War and Peace, ed. Paul
Kennedy. Yale University Press, 1991.
20) 다음으로부터 재인용. Brands, Hal.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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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 과
연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에 들어간 비용의 가치를 하느냐 하는 부분
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
는 것이 과연 대전략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의 중심
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적을 물리치는 것 자체가 대전략의 목적이 아
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평화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
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는 결과적으로 전쟁 시작 시점보다 오히려 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대전략의 개념과 관련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
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적정한 선에서
조절함으로써 미래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소가 고려되기 시작하였다.21) 이것
은 다시 말해 대전략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수단
과 목적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트(Hart, 1957)는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대전
략의 의미를 전달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지나치게 사용해버리는 것 또한 대전
략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대전략 개념의 진화
이렇게 하트(Hart, 1957)의 대전략 개념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요소
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대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역사에 따라 현

21)

Hart, B.H. Liddell. Strategy. New York. Prager. 1957.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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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많은 글에서 대전략의 개념은 국가 행위의 최상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의 이익이라고 인식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 외교, 정치, 경제, 그리고 다른 사회 분야에 이르기
까지 우선 순위를 정하고 동원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많이 달라지는
데, 때로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국가의 단기적 생존과 관련된 부분,
혹은 보다 광범위하게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적 혹은 전지구적인
질서와 관련된 것으로도 국가의 이익을 정의하기도 한다. 문제는 국가
의 이익을 정의하는 것부터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대전략이라는 개념 또한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이익을 정의하는 것과 더
불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던 대전략의
개념 정의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전략은 지역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떠
한 범위 내에서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
다.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적·시간적 범
위가 광범위하고 장기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포
함하여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3. 대전략의 요소: 공간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
과거 논의되던 것을 보면 대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국가가 인식하는 이익 혹은 목표를 위해서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을 사
용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원 가능한 자원에
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군사력을 넘어서 동맹체제 구성, 외교, 경제 정
책, 재정적 지원, 정보 획득, 공공외교와 선전 등을 포함된다. 그러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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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원
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의 이익을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대전략은 과연 그 지역적 범위가 대규모여야 하
는지에 관한 문제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
원들을 사용하여 전지구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 한정될 수밖
에 없어서 대전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대별로 강대국에 국한되
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대전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1차 세계대
전 이후의 미국, 그리고 2차 대전까지의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제국이
나 과거 소련, 부상기에 있는 중국 등과 같이 시대별로 있어서 강대국으
로 분류되는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중소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전략을 추
구하기에는 그 능력이 한정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대전략을 범위 측면에서 전지구적 영향력을 가진 목표만을 대전략의 범
주에 넣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전략의 개념을 지역적으로 전지구적인 범위를 포함해야 하느냐의
여부, 대전략을 추구하는 국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의를 하다 보면 대전략은 온전히 강대국들에
한정된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대전략의 범위가
전지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한 국가의 이익에 대한 것이면 충분하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물론, 소국의 대전략은 강대국의 대전략보다 많은
제약을 받지만 개념의 범위가 한 국가의 이익으로 충분하다면 소국이라
할지라도 대전략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대전략의 개념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
략에 대한 단 하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대
전략의 개념 정립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으나, 보통 우리가 대전
략이라고 할 때에는 비교적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라는 단위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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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적 이익 혹은 목표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대전략이라는 개념
이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대전략
은 국가라는 개념을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추상적인 정치단위가 어떻게 영속성을 가지고 그에 대
한 이익 혹은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전쟁에서의 전술과 전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전쟁이라는 주제가 현실주의 학파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는 점
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정치 단위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대전략이라는 점에 기초한 개념 설정이 가지
고 오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전략의 개념을 정립해 가는 과정
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정치단위를 기초로 하여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는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정권이 빈번히 교체된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전지구적이고 시간적으로 장기간(특히, 정권 변
화에 상관없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부합하는) 유효성이 인정
되는 대전략이라는 개념은 냉전 시기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X
article을 통해 대소련 봉쇄 정책을 이야기 한 이후, 소련이 붕괴되기 이
전까지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인식되었다. 그 대전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정권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된 정책들을 추구하였다. 그 이후 대전략에 대
한 논의는 냉전기 사용된 봉쇄전략과 같은 개념의 대전략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과 케넌의 엑스 아티클과 같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전략은 케넌의 X article과 같은 것이라는 등식
이 성립될 정도로 대전략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대전략의
부재를 비판하는 글들의 대부분은 대소련 봉쇄전략과 같은 간단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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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개념에 기초하여 지역적으로는 전지구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시간
적으로는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추구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
는 그러한 대전략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대전략의 개념에 대한 반감은 이미 미국 대통령들에 의해 표현
된 바 있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가진 대전략
이 가능한 것인가와 별도로 미국의 정책가들은 대전략이라는 개념에 대
해 의문을 공개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특히,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대전
략이 유용한 개념이라는 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고 알려진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의 사례들을 이야
기하면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히틀러와 스탈린이 초래한 전지구
적 위기에 대응했던 것은 상황에 따라 매우 강한 본능에 기초한 대응이
라고 하면서 전략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22) 클린턴 대통령에
게 있어서 대전략은 단순히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서도 발견되는
데, 그는 “나는 현 시점에서 조지 케넌이 필요하지 않다.”23)라고 하면서
대전략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무시하는 표현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즉, 미국에서 대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케넌의 대소련 봉
쇄 정책처럼 매우 단순화된 정책적 모토(motto)가 정권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장기간 정부 정책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클린턴과 오바마의 경우에서처럼 그
러한 개념의 대전략은 정부 차원에서조차 그러한 대전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보면, 대

Talbott, Strobe. The Russia Hand: A Memoir of Presidential Diplomacy. New
York: Random House. 2002. pp 133-134.
23)
Remnick, David. “Going the Distnace: On and Off the Road with Barack
Obama,” The New Yorker, January 27, 201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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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정의
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불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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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전략의 현상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대전략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면서도
개념상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전략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조차도 그 개념을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대전략이라는 것이 장기적 계획과 같은 개념으
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행동 지침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 행위의 일정한 패턴으로 파악되기
도 한다. 국가대전략이라는 단어가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
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의 대전략 논쟁에 가장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핼 브랜즈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사용하고 있는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과
연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다. 브랜즈는 대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목적성(purposiveness)
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동시에 지도자는 대전략의 논리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 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24) 그는 대전략이라는 것이 의식적인 정책 접
근법(a purposive approach to policy) 혹은 자원 배분에 대한 현실적
계획(a realistic plan for allocating resources)이 없는 경우에도 국
가는 대전략 수준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전략이라는 것은 형식이 갖추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서(formalized, detailed document)라기 보다 주요 견해들의 집합
(set of ideas, key ideas)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대전략
24)

Brands, Hal. What Good is Grand Strategy?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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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기적 계획(long-range planning)과 광범위한 원칙들을 일관된
전략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the translation of broad
principles into a coherent strategic program)을 필요로 한다고 한
다.25) 이러한 개념의 불확실성은 그의 다른 저작에서도 이어지는 데, 그
는 대전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로드맵(detailed roadmp)과는 구별
되어야 하는 주요한 견해들의 집합(a set of core ideas)라고 하면서도,
미국의 대전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공식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다 목적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26)
이러한 브랜즈의 정의는 스티븐 브룩스와 윌리엄 월포스의 대전략
정의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나, 브룩스와 월포스 역시 개념의 정의에서
혼선을 빚는 데, 그들은 대전략이라는 것이 견해들의 집합(a set of
ideas)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시작하지만, 개념을 설명
해 가는 과정에서 대전략을 견해의 집합이나 계획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걸쳐 이루어지는 일정한 패턴(a consistent pattern of
behavior over time)으로 개념화한다. 그들은 미국의 대전략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현저하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근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들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대전략이라
는 것이 어떤 계획이나 견해들의 집합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들을 적용하는 데에 오랜 시간에 걸쳐 발견된, 선택
에 관한 일정한 패턴을 의미한다고 한다. 27) 이것은 다시 말해, 오랜 시
간 이후에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시점에는 무엇이 ‘대전략’이라
25)

Ibid, 24.
Brands, Hal, and Patrick Poter, “Why Grand Strategy Still Matters in a World
of Chaors,” National Interest, Dec 10, 2015.
27)
Brooks, Stephen, and William Wohlforth, “America Abroad: The United
States’ Global Role in the 21st Century in Lukas Milevski, Evolution of Modern
Grand Strategic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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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된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전략의 개념 자체가 아직 혼란이 많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전략을 논의하는 데도
혼선이 존재한다. 학자들은 나름대로 대전략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
려고 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저작 내에서도 여러 가
지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전략의 목적성, 즉 대전략
이 ‘대전략’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대전략이라는 개념
은 이 개념을 논의하는 학자들에 따라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전략의 개념을 보면
대전략을 ① 계획(a plan), ② 지도 원리(a guiding principle), ③ 행위
패턴(a pattern of behavior)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
국에서 대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 세가지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계획으로서의 대전략
미국에서 대전략에 대한 개념의 논의, 그리고 개념 정립에 대한 노력
은 역사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학교에서의 대전략
프로그램들이 주로 존 루이스 게디스와 폴 케네디를 비롯한 역사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대전략의 개념 정립에 역사가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은 대전략의 개념이 군사
가(military historians)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전략에 대한 현대적 연구의 시초는 하트(B.H. Liddell
Hart)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보통의 전략보다 상위 개념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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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는 대전략에 대해 상위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가 혹은
국가들의 연합의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전쟁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28) 이러한 개념은 사실 전쟁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쟁
에 승리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조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
획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대전략을 개념화
하려는 학자들은 개인 혹은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국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인 고민을 한 결과물로 대전략을 이해하려
한다. 이렇게 과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잉태된 전략이라는 개념을 확
대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대전략이라는 개념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의 운용만으로 한정하는 전략과 대비하여 대
전략은 당면한 전쟁 이상의 상황, 즉 미래의 평화 상태까지도 고려하여
국가의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의 조달과 운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개
념화한다.
폴 케네디가 개념화한 대전략은 군사 전략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이고
목적성을 가진 계획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군사전략으로부터 탄
생한 전략의 개념에 기초한 학문적 역사성에 따른 것이다. 군사전략과
마찬가지로 케네디는 개인(혹은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대
전략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러한 개인(혹
은 이들의 집단)의 목적성을 띤 행위의 결과물이 대전략이라고 일관되
게 저술하고 있다. 케네디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
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뿐 아니라 그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함대와 군대를 이 방향, 저 방향으
로 전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하게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까
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한데, 전쟁 시 뿐만
28)

Hart, B.H. Liddell. Strategy, 2nd ed. New York. Praeger 1967. pp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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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평화 시에 대한 고려까지 해야 한다. 국방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
토를 통해 평화 시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29) 그
는 클라우셰비츠적인 전쟁사적 접근을 함으로써, 이렇게 목적성을 가진
의도적인 고민을 하는 개인(혹은 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부분을
대전략 개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에 대해 지침 혹은 행동 패
턴으로서 대전략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학자들은 이 개념이 군사전략으
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강조한다. 30) 정치인, 군인, 혹은 외
교관들이 한 방에 모여서 큰 지도를 펴놓고 적대적인 국제 환경에서 국
가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물과 같은 이미지의 대전략
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성을 띤 의도적인 작업의 결과물로서의 계획이라고 정의되
는 대전략과 가장 가까운 형태는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이다. 미국 의회 법령에 따라 행정부에 부과되
는 의무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이익, 목적과 목표, 그리고 정
책, 세계에 대한 약속,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목적에 도달
하기 위한 국가 능력의 운용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31) 현재 작
성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외에 과거에도 미국에서 이러한 대전
략 정의에 가까운 전략 보고서 형태의 문서들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조지 케넌의 1946년 모스크바로부터의 긴 전문(Long Telegram), 아
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의 솔라리움 운용 계획(Project Solarium
exercise),

32)

트루만 대통령 시기의 국가안전보장회의 68호 문서

Kennedy, “Towards a Broader Definition,” 4.
Narizny, Political Economy of Grand Strategy, 8.
31) Dale, Catherin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ndates, Execution to Date,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43174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 2013).
32) Bowie, Robert R., and Richard H. Immerman, Waging Peace: How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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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68 document), 33) 2001년 앤드류 마샬의 국방전략 검토 보고
서(Defense Strategy Review) 등이 계획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에 부합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학자들이 주동한 이러한 대전략의 개념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스티븐 월트의 경우, “국가의 대전략은 국
가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a state’s grand strategy is its plan
for making itself secure)”이라고 정의하면서, “대전략은 안보를 창
출해내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적들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이러한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행위들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34) 스티븐 크래즈너는 “대전략은 기획되는 것(designed)”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적, 행정적, 이념적, 군사적, 경제적 자원들을 특정 목
적(specific purposes)을 위해 배분하는 구체적 계획”이라는 점을 강
조한다.

35)

물론, 이러한 계획으로서의 대전략이라는 개념, 의도성과 목적성을
갖춘 계획이라는 요건을 갖춘 대전략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 다른
학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경우에
도, 많은 학자들은 그 보고서의 구체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36) 크래즈너의 경우에도, 계획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제시
Eisenhower Shaped an Enduring Cold War Strate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The Executive Secretary, “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68,” 1950, Truman Library, https://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
y_collections/coldwar/documents/pdf/10-1.pdf.
34) Walt, Stephen M. “The Case for Finite Containment: Analyzing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14. No 1. Summer 1989. p6.
35) Krasner, Stephen D. “An Orienting Principle for Foreign Policy,” Policy
Review 163, 2010. p2.
36) Quinn, Adam. “Obam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redicting US Policy in the
Context of Changing Worldviews,”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January
2015), https://www.chathamhouse.org/publication/obamas-national-secur
ity-strategy-predicting-us-policy-context-changing-worldviews; Watts, Ba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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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기획이라는 것은 “찾기 힘든 성배(elusive holy grail)”
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계획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오래된 역
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문서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물론, 그러한 문서들이 대전략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
지 않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침으로서 대전략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많은 학자들은 계획으로서의 대전략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지도 원칙(organizing principle) 혹은 지배적 원칙(overarching
principle)이다. 37) 앞에서 언급한 ‘계획’과 이 ‘원칙’사이의 차이가 무
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수 있으나, 주로 언급
되는 것은 계획이 원칙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원칙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따르는 학자들은 대전략이 계획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콜린 듀엑의 경우, 대전략을 미리 수립된 계획이라는 의미로 정의하
게 되면, 결국 어떠한 국가 지도자도 그러한 전략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서, 그보다 덜 엄격한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미국의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존재하는 가정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
ry D. “Barriers to Acting Strategically: Why Strategy is So Difficult,” in Compet
itive Stratgies for the 21st Century: Theory, History, and Practice, ed. Thomas
G. Mahnk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37) Karzianis, Harry J. “America: A Superpower in Search of a Grand Strategy,”
National Interest, Jan 2016, 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amer
ica-superpower-search-grand-strategy-14931; Gordon, Noah. “Does America
Need an ‘Organizing Principle?”, Atlantic, August 2014, https://www.theatla
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4/08/does-us-foreign-policy-need-anorganizing-principle/376048/; Martel, William C. Grand Strategy in Theory
and Practice,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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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8) 에이
버리 골드스타인도 중국의 대전략에 관해 논의하면서, 중국의 대전략이
어떠한 문서에 확실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대전략이 아
니라,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대략의 합의로 대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9) 이러한 정의를 따르는 학자들은 구체적 계획이나
청사진과 같은 개념으로 대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적인 원
칙이나 틀로써 대전략을 이해한다.
우리가 대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이 떠올리는 냉전 시기 미국
의 대소련 봉쇄 정책과 같은 것이 이러한 지도 원리로서의 대전략의 주
요 예이다. 냉전이 끝나기 이전에 논의되던 대전략의 개념은 주로 계획
으로서의 대전략이었으나, 냉전이 끝난 이후 학자들은 대소련 봉쇄 정
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것
이 소위 “케넌 복권(Kennan Sweepstakes)”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냉전기의 대소련 봉쇄정책은 계획으
로서의 대전략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논의하였던 것과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집합과 같은 성격의 것
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냉전기의 대소련 봉쇄 정책은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했던 지도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알맞다. 따라서,
냉전기의 대소련 봉쇄정책을 대체할 대전략을 찾는다고 하는 경우에서
의 대전략은 계획으로서의 대전략이 아니라 지도원칙으로서의 대전략
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도원칙으로서의 대전략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지침을

Dueck, Colin. The Obama Doctrine: American Grand Strategy Toda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5.
39)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p.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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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도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한
다. 이러한 지도원칙으로서의 대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저작은 냉전기
이후 나온 배리 포젠과 앤드류 로스의 것인데, 그들은 미국의 대전략과
관련한 네 가지 경쟁 관계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한다.40) 네 가지 경쟁관
계의 비전은 신고립주의(neo-isolationalism), 선택적 개입(selective
engagement),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 그리고 군사우월
성(primacy)이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은 미국의 주목적(major purposes), 국제 정치에 대한 기본적 가정(basic premises about international politics), 그리고 선호되는 정치적·군사적 도구(preferred
political and military instruments)와 같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차이
를 보이게 된다. 포젠과 로스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전이 선택되게 되면
그것이 지도원칙으로 작용하여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지도원칙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의 경우에
는 어떠한 문서로서의 대전략을 찾으려하기 보다 국가 혹은 개인의 활동
을 관찰하여 거기에서 도출되는 지도원칙을 대전략으로 간주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고든 아담스와 신디 윌리엄스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전략
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안보 예산이 가장 정확하게 국가의 안보 정책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41) 예산을 통해서 국가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우
선 순위와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40)

Posen, Barry R., and Andrew L. Ross,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21 (3), Winter 1996/97. Posen, Barry R.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41) Adams, Gordon and Cindy Williams, Buying National Security: How America
Plans and Pays for its Global Role and Safety at Home, New York: Routled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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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패턴으로서 대전략
행동패턴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행위의 반복 자체
가 대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화는 의식적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는 지도원칙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따르는 학자들에게는 받아들
여지기 힘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작에서 이러한 개념화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루트웍의 경우, “모든
국가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대전략을 가지고 있다.”42)고 주장하면서, 국
가의 대전략이라는 것은 군사력, 외교, 정보 등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도성이라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행동패턴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을 주장하는 학
자들은 의도적, 일관적, 혹은 의식적인 전략 계획을 정부가 따르는지에
관한 것은 무관하다고 한다. 학자들은 대전략이 의도성이 명시적으로
선행되는 개념이라기보다 국방 예산, 동맹 외교, 군사 개입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43) 듀엑의 경우에는
“전략적 문화(strategic culture)”, 루트웍의 경우에는 “행동 코드
(operational code)”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행동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을 설명한다. 로벨의 경우, 대전략의 존재는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외교 행위, 자원 추출, 무역 정책, 군사 독트린과 같은데서 발견되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44) 장기적인 계획이 대전략의 주요 구성요소가

Luttwak, Edward N. The Grand Strategy of the Byzantine Empire,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2009. p.409
43) Dueck, Colin. Reluctant Crusaders: Power, Culture, and Change in American
Grand Strategy,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11.
44)
Lobell, Steven E. The Challenge of Hegemony: Grand Strategy, Trade and
Domestic Polit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9.
42)

30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 주는 함의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행위가 대전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
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크리스토퍼 레인은 2차 세계 대
전 이후 미국은 초지역적 혹은 전지구적인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대전략
을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보여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45)

45)

Layne, Christopher. The Peace of Illusions: American Grand Strategy from
1940 to the Present,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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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
1. 미국의 대전략 vs.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
트럼프 정부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트럼프 정부의 정책
이 어떠한 대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서두에
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국이 마련된 대전략에 따라 방향을 설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많은 논의를 펴고 있다. 미국이
대전략에 따라 이러이러한 전략 혹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앞으로 어
떤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어떠어떠해야한다 라는
식의 처방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이라고 생각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엄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과연 트럼프 정부 차원을 넘어서는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대전
략이라는 것이 가능한 지, 만약 그러한 국가차원의 대전략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트럼프 정부 차원의 전략 혹은 대전략은 무엇인
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전략 혹은 정책을 이
야기 할 때 대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될 것이고,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대전략이라는 개념의 사용, 혹
은 불사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주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것이 개입주의와 고립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추(American Pendlum)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다.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축소지향적 정책(retrenchment)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멍청한 짓을 하지 마라(Don’t do the stupid shit)”, 그리고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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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대전략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회의적이다. 만약 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시작되었던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오바마 정부 들
어서 선택적 개입 혹은 축소지향적 대외정책의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대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물론, 포젠이 말한 ‘절제(restraint)’의 개념46)이 사후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거쳐서 미국의 행동원칙으로서의 대전략 개념에 부
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전략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
이에서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47) 즉, ‘미국의 대전략’이 방향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장에서 검토하였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대전략의 개념 범주
에서 검토하였을 때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선택적 개입 혹은 축
소지향적 대외정책은 계획으로서의 대전략 범주에 포함시키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 채택된 여러 정책들의 결과
물로서 대전략의 존재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패턴으로서의 대전략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2013년 이래 미국 정부는 시퀘스트레이션
(sequestration; 예산삭감법안)이 시행되어 수많은 전력증강사업들이
축소 혹은 정지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은 2018년에 국방
예산을 약 6,960억 달러(한화 약 790조원)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면서 트럼
프 정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어떠한 의도성을 가진 대전략이 존재
46)
47)

Posen. Restraint. 2014
Mearshimer, John. J.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Yale University Press. 2018. Walt, Stephen M.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Farrar, Straus, Giroux, New Yor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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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대전략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 체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2. 탈냉전기 각 행정부의 대전략: 지속성과 변화
미국에서 냉전기에 미국 대외정책의 지배적인 지도원칙이었던 대소
련 봉쇄정책처럼 간결한 모토와 같은 대전략은 사실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기적으로 바뀌는 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
가에서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서 전략적인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냉전기 동안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서 대소련 봉쇄정책에 대해 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던 이유는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련이라는 거대악으로 인식되던 위
협 요인이 사라진 이후 미국에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위협의 인식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나마 미국에서 냉전기 이후 대전략의 범주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추진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목표
이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하위 전략들을 테러
와의 전쟁이라는 대전략 급 목표아래 추진하였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급박한 위협 인식이 사라지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테러라는 추상적 개
념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자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그 결과, 테러와의 전쟁은 정치적 지지
를 잃게 되어 부시 행정부를 넘어서서 이어질 수 있는 대전략이 되지는
못하였다.
냉전 이후 이러한 미국의 소위 ‘대전략’에 대한 논의를 보면 앞으로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대전략의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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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합의를 획득할 수 있는 외부적 위협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부적 위협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된다면 과거 냉
전기 대소련 봉쇄정책과 같은 수준의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와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 보고서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2019) 의 내용이 앞으로 어떠한 수준의 전략
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3. 트럼프 대전략의 특징
트럼프 행정부는 NSS 2017, NDS 2018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의 “동향과 도전과제” 라는
부분에서는 굵은 헤드라인으로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명시하였
다.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립이나 경쟁구도
를 피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견제의 정도는 암시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나온 이러한 전략보고서들에서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명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특히 TPP의 결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이 내용들이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시아 전략, 더 나아가
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존재
한다.
결국,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과거 개념화하려고 노력해오던 대전략
개념의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핼 브랜즈는 대전략이 존재하
Ⅳ.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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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정치지도자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급작스
러운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였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휴리스틱 파워(heuristic power)”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8)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있듯이,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 정책, 국방 정책, 통상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을 아우르는 일
관성이 있는 대전략이라는 것은 현재 찾기 힘들다. 즉, 미국의 대외정책
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우, 미국의 정책이 이럴 것이다라
고 하는 휴리스틱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쉽지 않은 환경에 처
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전략은 계획으로서의 대전략 혹은 지도원칙으
로서의 대전략 범주에 포함되는 대전략의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고, 행
동패턴으로서의 대전략 범주에서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정
부의 정책들은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
라서,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전략보고서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고
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
문이 계속해서 제기 되는 것이다.

48)

Brands, Hal. The Promise and Pitfalls of Grand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2012. p8

36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 주는 함의

Ⅴ. 결론 및 한국에의 함의
본 논문은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실
제로 이론적 엄밀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지 검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그 개념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대전략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태와 내용 두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대전략’은 미국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일관성을 결
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된 트럼프 정부의 대전략에 대한 논의는
결국 더 두고 봐야 하는 문제로 남게 되었다. 논문에서 검토한 미국의
대전략 개념의 세가지 범주에서 트럼프 정부는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의 대전략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미국우선주의라는 개념이 미국
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미국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 전
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개념이 대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대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개념들, 예
를 들어, 자유주의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군사적 우월성
(military primacy), 비확산(nonproliferation), 동맹 체계(alliance
system) 등은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세부적
운용은 정권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의 대
전략’이라고 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는 미국 대전략의 구성
요소로 생각되는 개념들도 너무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의되는 것이어
서 어떠한 미래의 행동을 기속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그러한 관계로 미국 정책 결정의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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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전략과 정책을 가다듬는 데에 유용성이 떨
어지게 된다.
과거 비교적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추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는 외부 위협의 존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정권의 변화에 따라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대전략이라는 개념은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에서 발간된 모든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외부 위협으로서 강하게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과거 소련으로부터의 위
협 수준으로 미국 내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경쟁상대(competition)로 보기 보다는 대결상대(confrontation)
로 보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
두에서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많은 미국 전문가들
이 평가하는 것처럼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어든 상태는 아니다. 구체
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보다 정치적인 논의의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과의 결속력을 가늠하는 것
이 구체적 정책에 대한 참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 정치적인 인식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다만, 앞으로 어떤 구체적 정책이 그 전
략적 목표 하에 수립될 것인지, 어떠한 논의체가 구성될 것인지는 불확실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매우 긴밀한 외교 관계의 유
지이다. 간결한 대전략을 휴리스틱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섣부
른 불참 혹은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으로써 미국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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