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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없는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싸잡아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는 취임식 연설에서 다시 한번‘위대한

가진 대통령, 그러면서도 의회를 장악

미국’
의 재건을 부르짖으며 미국인들의

한 공화당의 조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단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은 출

사에서 두드러진 강조점은 두 가지였

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이고,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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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쟁의 전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서 두드러진 강조
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이
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트럼프는 미
국 우선주의의 간단한 두 가지 원칙은‘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이라고 강
조했다.

무역과 군사, 외교에서 드러날 미국 우
선주의의 색채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을 전망하기 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워싱턴

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트

아웃사이더답게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

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주요 외

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국민과 직접 소

교안보 직책을 어떤 인물들로 채우는가

통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표방했다. 공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당선

직 경력이 전무한 아웃사이더 대통령으

인이 공화당 지도부와 어떤 관계를 설

로서 워싱턴 중심의 정치 관행에서 벗

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현재 거론되

어나 국민과 직접 호흡하겠다는 트럼프

는 트럼프 내각의 외교안보 주요 직책

표 포퓰리즘을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은 매파 일색이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

의 취임사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그나 전

행정부 초기에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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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외교사안에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비

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록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긴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내정자 등도 강경 우파에 속한다. 신설된 백악관 국

내부적으로 이념적 균열을 노정한 공화당이 얼마나

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

효율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대중강경파로, 미중간 무역

트럼프 자신은 공직이나 정치의 경험이 없고 캠페인

전쟁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꼽힌다. 스티븐 므누신

기간 동안 공화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을 거의 받지

재무장관 지명자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둘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화당에 빚진 게 별로

다 공직 경험이 없는 금융계 출신이다.

없다. 그러면서도 워싱턴 아웃사이더로서 트럼프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한반도 문제를 다룰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공화당과의 협조가

인사들도 관심거리다. 이미 몇몇 대북 강경파들이

필수적이다.

행정부에 합류하거나 매파 성향의 대외정책 전문가
들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을 전망하기 위한 관전 포인트
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직책을 어떤 인물들로 채우는가 하는 점
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지도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핵 담당 보좌관
으로 크리스토퍼 포드가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포드
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네오콘이자 대북 강경
파였던 존 볼튼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밑에서 검증·준수국 부차관보로 근무했다. 포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상당히 정통한 편이지

2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 내각 인선의

만,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갖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역대 정부와는 다른

고 있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 2

특징들이 서서히 드러난다. 트럼프 초대 내각은 트

인자인 부장관 자리에도 대북 강경파가 거론되고 있

럼프 자신이 워싱턴 아웃사이더이듯이 대체로‘튀는

다. 현재 국무부 부장관 자리를 놓고 엘리엇 에이브

배경’
을 가진 인사들이 많고,‘워싱턴 스탠더드’
와

럼스 전 국무부 차관보와 폴라 도브리안스키 전 국

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많다는 평이 압도적이다.

무부 차관 등 2명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웜프스(WOMPS),’즉 백인(White), 고령 남성

지 W. 부시 행정부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에이브

(Old Man), 민간인 출신(Private Sector) 위주라는

럼스는 한때‘네오콘의 마지막 희망’
으로 불렸던 매

표현이 말해주듯이 미국 안팎에서는 우려되는 인사

파 성향 인사로 꼽힌다. 도브리안스키도 부시 행정

가 많은 내각 구성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군 출신

부에서 국무부 민주·국제문제 담당 차관을 거쳤다.

장성의 중용, 안보진용과 국내 정책 주요 포스트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가 실무경험이 없어 부

강경파 전면 배치, 초갑부를 뜻하는‘가질리어네어

장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점을 염두에

(gazillionaires)’각료라는 특징도 과거와는 다른

둔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및 비확산정책이 상당

점이다.

히 강경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플린은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 인물들은 몇 가지 부류로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며 보수·강경파에 속한다. 국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미국 우선주의자

방장관 후보인 해병대 4성 장군 출신 제임스 매티스

(America Firster)들로서, 트럼프 자신을 포함해 국

전 중부군사령관, 미 남부사령관 존 켈리 국토안보

무장관 지명자 렉스 틸러슨 등이 있으며, 이들은 매

부장관 지명자 역시 보수·강경파로 분류된다. 렉스

사를‘미국의 국익’
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엑슨 모빌 CEO 출신으로 공직

사람들이다. 둘째는‘종교전사(religious warriors)’

경험이 전무하다. 외교안보 이슈에서는 매티스나 플

들로서, 이들은 군 경험과 강력한 반이슬람 성향을

린의 강경노선을 따라갈 우려가 크며 대표적인 친러

바탕으로 극단적 테러와의 강력한 전쟁을 주장하는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대안우파의 사령관격이며 백

사람들이다. 셋째 그룹은 공화당 전통주의자들로서

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에 지명된 스티브 배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를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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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관료 및 전문가 그룹이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시사하고

불신하며 상호 견제하는 관계라는 사실이다.1)

있다. 만일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후퇴한다면 이는
전후 70년간 미국이 건설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러니는 그가 선택한 내각 장관
들 상당수가 대선에서 그를 지지한 대중들이 비판해온
부유한 특권층이거나 월스트리트 혹은 대기업 경영자
출신이라는 점이다.

의 심각한 퇴조를 예고하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각종 국제적 규범과 제도를 통해 무역과 외
교를 수행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진정한‘체
제설계자, 이익향유자(system-maker, privilegetaker)’
였다. 신고립주의로의 후퇴는 미국 스스로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국제안보 기조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며,

는 9/11 시대와 유사해질 전망이다. 외교안보 주요

중·러 같은 현상타파세력(revisionist)들의 부상을

직책에 내정된 인사들의 성향이 대부분 강경하기 때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미국적 가치, 규범, 글로벌

문이다. 9/11 이후에 그랬듯이 백악관이 이슬람 테

스탠다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퇴조하

러와의 전면전에 다시 나서는 상황은 여타 안보 이

고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포용 대신 배타성, 관대

슈들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함 대신 이기심이 전면에 부상하는 부작용을 노정할

회복에 기회를 주는 한편 아시아 피벗을 약화시켜

것이다.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배력을 키워줄 가능성이 크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축소한

다. 또한 대테러 전쟁 집착은 이란과의 대결 위험을

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내주는

높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국내의 시민적

것과 다를 바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부상,

자유에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추세인데, 미국이 지금 아시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러니는 그가 선택한 내각 장

아에서 발을 빼면 그 빈틈을 중국이 재빠르게 메울

관들 상당수가 대선에서 그를 지지한 대중들이 비판

것이다. 트럼프 진영의 재균형 정책 비판은 주로 어

해온 부유한 특권층이거나 월스트리트 혹은 대기업

정쩡한 대중국 압박으로 인해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

경영자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배경과 성향이 다

섬만 늘리고 미국의 국익을 저해했다는 것이 핵심이

른 다양한 인물들이 행정부에 참여하는만큼 행정부

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는 말만 요란하고 효

내에서 있을지도 모를 권력투쟁을 트럼프가 어떻게

과는 없어서 역내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따

봉합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정부에서 보이던

라서 실상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에서 미국으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은 트럼프 정부 들어 완전히

로의 회귀(Pivot to America)가 될 가능성은 적어

사라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언론과의 전쟁에 앞

보인다. 만일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약화시

장서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 앞날이 험난할 것을 예

킨다면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신

고하는 듯하다.

뢰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며, 아시아 각국은 자
국의 안보를 위해 군비지출 증가, 역내 갈등과 긴장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우리에게도 직접

도 불가피하며, 동/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 악화도 예상된다.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
을 두어 추진해온 아태 재균형 정책의 향배에 관심
이 집중된다.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기조는 미
국 우선주의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
맹 및 우방의 방위분담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TPP를 탈퇴함으로써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
는 시진핑을 도와주는 셈이다. 미국이 떠난 TPP의 미
래는 매우 불확실하며, 중국이 아시아 10개국을 묶어
추진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1) Thomas Wright,“Trump’
s team of rivals, riven by distrust,”The Brookings Institution, Decembe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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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첫 단추는 이미 환

서명하는 등 대선공약을 숨가쁘게 행동에 옮기고 있

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라는 초강수로 던져졌

다. 그것도 오바마 케어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

다. 미국의 TPP 탈퇴는 중국에게는 큰 선물이다. 트

작으로 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

럼프는 TPP를 탈퇴함으로써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협상,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

만들려는 시진핑을 도와주는 셈이다. 미국이 떠난

방,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재개 등 미국

TPP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며, 중국이 아시아 10

안팎을 뒤흔드는 굵직한 이슈들이다. 거기에다 테러

개국을 묶어 추진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와 관련된 이라크·이란·소말리아·수단·시리

(RCEP)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최근 다

아·리비아·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발급

보스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의 중요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

성을 역설한 것은 참으로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명함으로써 전세계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판

트럼프의 TPP 탈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

을 자초했다.

판이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 미국이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이를 폐기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TPP의 본질

트럼프가 극단적 국익을 앞세운 근육질 민족주의에
입각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펴는 것은‘미국 우선
(America First)’정책이 아니라‘미국뿐인(America
Only)’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은 무역이 아니다. 미국은 TPP 대상 국가들과 이미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상 TPP의

이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글로벌 이슈들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

에서 심각한 퇴보임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2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

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한 자유무역과 공동안보의 국

하고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질서인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종

것이다. TPP는 단순히 무역협정 이상의 전략적 중

말을 예고하는 전조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트럼

요성을 지니는 사안으로서, 미국이 아시아의 미래에

프가 극단적 국익을 앞세운 근육질 민족주의에 입각

항상 연관돼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

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펴는 것은‘미국 우선

것이다. 미국은 이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TPP

(America First)’정책이 아니라‘미국뿐인(America

를 탈퇴하고 나서도 미국이 아태 지역에 지속적으로

Only)’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관여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재보장을 해주어야만 한

미국발 국제정치 변화의 태풍을 한국도 피해가기

다.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중국으로

는 어렵다. 만일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대비만이 우

경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의 살 길이다. 트럼프 정부 첫 100일 혹은 200일
플랜에 한미관계나 북핵문제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해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새 행정명령 13개에

4

서 우리가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한국도 철저히 우
리의 국익에 기반한 대외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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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직책 선임 현황
구분

성명

직책

라인스 프리버스(44)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배넌(63)

백악관 수석전략가

마이크 펜스(57)

부통령

마이클 플린(58)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
대통령
피터 나바로(67)
자문위원회
게리 콘(56)

행정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배경 및 비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 공화당 제도권 인사로 분류.
M. 믹스체인지 CEO. 월스트리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극우·인종주의자이며 대안우파 핵심인사
전 인디애나 주지사. 공화당 제도권 인사로 분류.
전 국방정보국 국장. 보수·강경파. 대북·중동 강경파.
힐러리 클린턴을 겨냥한‘가짜 뉴스’배포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
어바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대중강경파.

국가경제위원회(NEC)

골드만삭스 CEO. 공직 경험 없음. 월스트리트,

위원장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트럼프의 사위. 백악관의‘반네포티즘(족벌정치)’법 위반

재러드 쿠슈너(36)

백악관 선임고문

숀 스파이서(45)

백악관 대변인

마이클 폼페오(53)

중앙정보국(CIA) 국장

공화당 캔자스 연방하원의원.

제임스 코미(56)

연방수사국(FBI) 국장

FBI 국장.

니키 헤일리(45)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인도계 이민 2세.

로버트 라이사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69)

(USTR)대표

렉스 틸러슨(64)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66)

국방장관

전 미 중부사령관. 보수·강경파. 해병대 4성 장군 출신

존 켈리(66)

국토안보부장관

전 미 남부사령관. 보수·강경파.

스티븐 므누신(54)

재무장관

윌버 로스(79)

상무장관

제프 세션스(70)

법무장관

소지에도 불구, 선임고문으로 내정.
전 공화당전국위원회(RNC) 홍보국장.
정권인수위원회 선임 공보 고문.

로펌 스캐드 통상법 파트너. 대중강경파.
엑슨 모빌 CEO. 국정 경험 전무. 매티스나 플린의 강경노선
따라갈 우려.대표적인 친러 성향 인물로 분류

뮨캐리털매니지먼트 설립자. 공직 경험 없음. 월스트리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WL 윌버로스앤드컴퍼니 CSO. 공직 경험 없음. 대중강경파.
과거 로스차일드에서 24년간 재직.
앨라배마 상원의원. 과거 잇단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으로 낙마
표적 1순위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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