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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동시에 그

미국의‘마지노선’
을 시험하는 외교를 시도한 적이

가 실제 대통령이 되면 여러 견제를 받을 것이라는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기회주의 전략적 본능을 깨

대안적 해석이 동시에 공존한다. 선거용 레토릭과

울 수 있다. 셋째,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의 개인

실제 정책 사이의 차이, 국내 어젠다가 트럼프의 최

적인 관계다. 중국엔‘거친 상인’
(粗 的商人=도널

우선 관심사라는 점,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된 미국

드 트럼프)이‘위선적인 정치가(

관료제도의 순기능, 공화당 지도부의 트럼프 견제,

러리 클린턴)’보다 상대하기 더 낫다는 시각이 있

싱크탱크·언론 등 미국의 시민사회가 트럼프의 전

다. 양 정상의 첫 직접 대면 이후 미중관계의 풍향계

횡(專橫)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 될 수 있다.

的政治家=힐

매우‘비전형적인’지도자 모습을 보여 온 트럼프가
이러한 전형적인 구조적 요소들에 의해 실제로 얼마
나 제약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확정된 2

중국엔‘거친 상인’
(粗 的商人=도널드 트럼프)이
‘위선적인 정치가(
的政治家=힐러리 클린턴)’보다
상대하기 더 낫다는 시각이 있다.

주 동안에도 트럼프가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건 이
러한 트럼프와‘중국의 위대한 부흥’
(中華民族偉大

트럼프 당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중국은 정치경험이 없는 트럼프를‘전략적 기회’

웘興) 기치를 든 시진핑의 조합은‘강대강’국면이

로 본다. 많은 중국 전문가는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될 수 있다.

취임 후 내치에 치중하게 되면 중국 굴기(

)과

정에서 미국의 압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건 이러한 트럼프와‘중국의 위
대한 부흥’
(中華民族偉大웘興) 기치를 든 시진핑의 조합
은‘강대강’국면이 될 수 있다.

미 간에 갈등을 빚는 문제에서 양측이보다 쉽게 합
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국제규범·인권·자유주의가치를 덜
강조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경제적 가치로 평
가한 트럼프를‘딜(deal)이 가능한 상대’
로 본다. 많

불확실성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는

은 중국 학자들은 트럼프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크게 다음 3가지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

나 중국산 수입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가하겠다는

다. 첫째, 트럼프의 공약과 실제 정책 간의 간격, 여

발언도‘선거용 멘트’
라고 본다.‘요란하게 짖는 개

기엔 트럼프가 그의 정책 조언자들의 말을 과연 얼

는 정작 물지는 않는다’
(會叫的狗웚會咬人)는 중국

마나 경청할 지가 포함된다. 대선기간 트럼프는 주

속담을 인용한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미

위 조언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과되지

중관계 경쟁구도에서 세력전이(勢싩轉移)를 촉진할

않은‘트윗’
을 7천번이나 게재했다. 둘째, 정치 경험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제치

이 전무한 트럼프를 상대로 중국이 얼마만큼 트럼프

고 리드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
는 내부 발언도

를‘테스트’
해보는 외교행위를 펼치는가이다. 중국

나오는 이유다.

은‘햄릿형 지도자’오바마를 상대로 남중국해에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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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중국이 기대한대로‘호의적’
이지
아닐 수 있음

트럼프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시위를 진압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대해서“그것은

허나 트럼프는 중국이 기대한대로 중국과‘딜’
을

힘의 위력을 보여줬다”(That shows you the

맺기에는 깐깐한 상대일 수 있다. 트럼프가‘비즈니

power of strength)라고 적절치 못한 경외감을 표했

스 마인드’
로 중국과 타협·협상을 늘려갈 것이라고

다. 이는‘힘’
을 숭상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드러내

예단하기 보다는 조금 더 그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에 동조

과정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

하는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프의 국제정치 멘토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절대적이고 강한 힘을 숭상하는 마키아벨리적 심리

의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트럼프

를 가진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는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에 매

는 트럼프가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스타일

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 비판 이유가 그러

에도 부합한다. 그는‘윈-윈’
(win-win)을 추구하는

한 정책을 취한 것 자체가 아니라, 어정쩡한 중국 억

이상형 현자가 아니라, 승자독식(The winner

제 정책으로 중국의 반발을 낳은 점이라고 지적했

takes it all)의 현실주의자에 더 가까운 리더라 볼

다. 트럼프 진영은 오바마가 중국에 대해‘큰소리를

수 있다. 트럼프 지인들의 회고를 기초로 한 책들은

치긴 했지만 막상 본때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비난

그를 이기적이고, 협력보다는 자신의 이익추구, 남

했다’
(talking loudly but carrying a small stick).

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특히 대선 기간 오바마를‘가장 형편없는 대통령’
(the

있다. 이러한 성정(性情)은 미중관계에 불확실성을

worst president)으로 몰아세웠던 트럼프는 임기

제공한다.

초반 기간에 오바마와 다른 모습을 부각시키려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과 남중국해 갈등
‘힘’
을 숭상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지속적으로 여

트럼프 진영은 오바마가 중국에 대해‘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막상 본때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비난했다’
(talking loudly but carrying a small stick). 특히 대
선 기간 오바마를‘가장 형편없는 대통령’
(the worst
president)으로 몰아세웠던 트럼프는 임기 초반 기간에
오바마와 다른 모습을 부각시키려 할 수 있다.

전히‘단극 패권 전략’
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
국에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지위를 강화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 주위의
자문들 면면을 봐도 그러하다. 특별히 강경파로 알
려진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안보 자문인 마이클 플
린 전 국방정보국(DNI) 국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
다. 최근 트럼프의 안보관 형성을 구체화하는데 자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군비 재증강’
(rebuild

문을 준 그는 예상대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

the military),‘강한 미국’(strong America),‘강한

로 발탁되었다. 그는 국제 분쟁에 미국의 제한적 간

군대’
(strong military)를 누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섭 노선을 추구해온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대선 기간 동안 말을 여러차례 번복한 것으로 잘 알

참모진과 정책 결정 등을 놓고 자주 의견 충돌을 빚

려져 있는데,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관해

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군사 정책을 신랄하

서는 매우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함은

게 비판하다 오바마 정부를 사퇴하고 트럼프 진영에

물론, 갈수록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은 주목할 점이

합류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전투태세 악화 상황 등

다. 트럼프의 이러한 성향은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

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트럼프는 그의 충고를 들어

에 대해 취했던‘힘에 의거한 평화’
(peace through

이를 최근 안보 관련 발언에 반영했다.

strength) 이데올로기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다기보다
는 힘의 위력을 동경하는 그의 개인적인‘트럼프의

트럼프의 군비 증강 계획이 수치화,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향’
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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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군비 증강 발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을 표출하나, 바

‘정제’
되고‘포커스’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

로 같은 기간에 중국이‘해양 강국’
을 표방하고 남

근 밝힌 안보구상에서 구체적인 군비 증강 수치를

중국해를‘핵심 이익’지역으로 선포하고 미국의 패

내놓았다. 육군의 경우 현재 47만 → 54만으로, 해

권에 도전하고 있은 모습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군 군함은 현재 276척 → 350척으로, 전투기는 현
재 1113대 → 1200대로, 해병대는 현재 23 → 36

트럼프 당선과 미중 경제 협력

대대(大隊)로 그의 군비 증강 계획은 수치화, 구체

많은 중국 학자들은 트럼프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

화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정이나 중국산 수입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가하겠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재의 군비삭감안

다는 발언도‘선거용 멘트’
라고 본다. 그가 실제로

(defense sequester)을 철폐하고, 정부의 예산 낭

대통령이 되어 내치에 치중하게 되면 그가 미중 간

비·지출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비

에 갈등을 빚는 무역문제에서 양측이 보다 쉽게 합

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도 피력

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실제로 트럼

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해군, 공군이 증가

프가 중국을‘환율조작국’
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유세기간 중 중국과의 불균
형 무역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의 주요 경제

남중국해를‘핵심이익’
(核心쐡益) 지역이라고 선언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양보할 입지를 스스로 좁게 만들
어 버렸고 이는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는 한 미중대결구
도가 지속되는 형세를 이루게 된다.

공약 중의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는 집권 초기
에 중국에 관해 가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
히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강화, 중국에 대해 미국 제품 시장개방
확대, 중국 국영기업 특권 축소, 중국 국영기업의

이런 맥락 속에서 남중국해는 미중관계의‘시험
대’
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수년 간 남중국해 이

미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중국 정부보조금 축소 등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

슈에 있어 비(非)타협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남중국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반접근 지
역거부’
(Anti-Access/Area Denial)를 취하고 있는
중국,‘해양강국’
(海洋强 )을 표방한 중국, 남중국
해를‘핵심이익’
(核心쐡益) 지역이라고 선언한 중국

트럼프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이익 중심의 무역 조건을 요구하는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비즈니스 마인드’
로 중국
과 타협·협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사
뭇 틀린 것이다.

은 남중국해에서 양보할 입지를 스스로 좁게 만들어
버렸고 이는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는 한 미중대결구

중요한 것은, 달러가 세계에서 글로벌 기축 통화

도가 지속되는 형세를 이루게 된다. 중국은 트럼프

위치를 유지하려면 전세계 산업생산 활동이 가장 활

를 국내 문제에‘올인’
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오판할

발하고, 유동자산이 많이 있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기회주의적 행위를 전개할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하고, 이것이 미국의

유혹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트럼프의 의지를 테스

이익에 부합한다. 트럼프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트 해 볼 생각으로 분쟁지역에 석유시추선을 들여보

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이익 중심의 무역 조건을

내거나, 간척 사업, 활주로 및 군사시설을 확장할 수

요구하는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 있다. 이는 트럼프

있고, 이를 미국의‘힘’
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트럼

가‘비즈니스 마인드’
로 중국과 타협·협상이 늘어

프가 강경대응 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혹자는

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사뭇 틀린 것이다.

중국이 2020년까지를‘내치’
에 전념하여‘전면적인
중산층사회 건설’
(全面建 小康社 )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충돌보다는‘안정’
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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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호

미대선 이후 미중관계: 전망과 대안

조하며,‘해양 강국’
을 표방한 시진핑, 자신의 칭호에

서 한국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속단하기보다는, 또 트

절대적 권위인‘핵심’
을 붙이고, 중국 국가 차원에서

럼프가 유세과정에서 쏟아내는 발언에 일희일비하기보

‘핵심 이익’
에선 양보할 수 없음을 표방한 시진핑과

다는, 차분히 앞으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모습이 갖

예측불가능한 상인(商人) 대통령 트럼프의 조합은 불

춰지는 기간 동안 트럼프 쪽에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관계 속에

양국의 협조 공간을 넓혀가는 차분한 접근이 요망된다.

「정세와 정책」최근 출판목록

2016년 11월호 (통권 248호)
정성윤“대북제재 국면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김흥규“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중 정책 비교”
김영근“글로벌 시대, 미일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홍현익“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방안”
2016년 10월호 (통권 247호)
정진영,“항조우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
이춘근,“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
제성호,“북한인권법 시행: 배경, 의미와 방향”
이재영,“
‘동방경제포럼’
과 한러 정상회의: 평가 및 제언”
정재흥,“5차 북핵실험과 한중간 안보 딜레마”
2016년 9월호 (통권 246호)
김태현“사드 배치이후 한중관계”
송화섭“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김수암“최근 탈북 추이와 정책적 고려사항”
강명세“2016년 미국대선의 특징”
2016년 8월호 (통권 245호)
김치욱“브렉시트와 국제경제질서의 미래”
정은숙“
‘브렉시트’
: 유럽과 국제안보에의 함의”
고선규“2016년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와 개헌논의 전망”
정성장“북한의 국무위원장직과 국무위원회 신설 의도 평가”
2016년 7월호 (통권 244호)
박창희“2016 미중 전략경제대화: 분석과 양국관계 전망”
정재흥“리수용의 방중과 한반도 안보정세 고찰”
이상현“사드 배치와 한반도 안보”
이면우“
‘치유’
와‘기억’
이 함께하는 후속조치:위안부지원재
단 출범에 즈음하여”
조홍식“한국 프랑스 수교 130년: 평가와 전망”
2016년 6월호 (통권 243호)
유달승“박근혜 대통령의 이란방문: 의미와 성과”
유성진“트럼프 열풍과 미국 다원주의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정성장“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
파워 엘리트 변동과 대남정책을 중심으로”
이종석“북한-중국 간 수력발전 공동이용 현황”
2016년 5월호 (통권 242호)
이대우,“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대북제재 외교”
김성철,“한미일 정상회담과 안보협력”
이성현,“시진핑의 워싱턴 방문 내용과 성과”
김기수,“시장의 힘에 밀리는 중국정부 (II): 주식시장
침체와 외환시장의 혼란”
2016년 4월호 (통권 241호)
정은숙,“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대북제재레짐의
미래”
김중호,“대북제재 특징과 북중경협 전망”
정여천,“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김기수,“시장의 힘에 밀리는 중국정부 (I): 중국경제
위기론과 시장 확대의 원리”
2016년 3월호 (통권 240호)
[특 집]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구본학,“미국의 입장과 정책전망”
이태환,“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면우,“일본의 입장과 정책전망”
서동주,“러시아의 입장과 정책전망”
홍현익,“한국의 입장과 정책과제”
정성장,“북한의 제4차 핵실험 평가와 대응”
이성현,“
‘ 시’
와
‘실용주의’
프레임으로 본 한·중 관계”
2016년 2월호 (통권 239호)
이대우,“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특징과 함의”
최동주,“미국 금리 인상의 정치경제”
김성철,“일본의 헌법개정 전망”
정서용,“신(新) 기후체제와 한국의 정책대응”

※ http://www.sejong.org 에서 출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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