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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1: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임. 1949년 12개 창설회원
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서명, 이의 목표실현을 토대로 기구 출범. 냉전질서하 소련과 바르샤
바조약기구에 대한 북대서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및 집단방위 동맹체로 출
발, 냉전종식이후는 발칸 및 구소련 역내 위기관리, 2001년 9.11이후 국제테러리즘,
사이버 등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집단방위 영역 확장.

 트럼프 재임기 NATO내 환대서양 관계 악화
재임 4년 트럼프는 유럽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인 EU와의 관계에서나 NATO내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나 전례없이 환대서양 관계 소원을 초래 (NATO 30개 동맹국
중 21개국은 EU소속). 민주동맹 이완에 따라 세계는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
및 강대국 경쟁시대에 직면. 2016년 대선운동시부터 그는 미 유권자들을 향해
‘America First’외교를 통해 자신이 이전 정부들이 간과했던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
공정한” 외교정책 관행들을 바로 돌려놓겠다고 공약. 무엇보다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방위분담 공성성에 주안점을 둠. 동맹국지도자를 압박. 동맹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인
식. NATO회의론을 펼침.

 바이든 신정부의 NATO 동맹 재활성화 기조
2020.11.3. 조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 새 정부는 America is Back
을 기조로 함. 다자주의 존중 및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
십 복원을 공약. 특히 트럼프의 NATO회의론 속 피폐해진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 및
상호 신뢰 재구축 본격화.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한 “동맹결속력” 속에서 강력해진
권위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다각적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 기후변화, 보건안
보 등 글로벌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국제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함. 동맹국들
내 환대서양 재결속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1.6.14. 브
뤼셀 NATO정상회의(대면)에 참석하고 EU지도자들과도 회동 예정. 포스트-트럼프 환
대서양 시대를 개막.

 브리핑 목적
본고는 바이든 시대 NATO를 전망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함.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이며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이기도 함. 바이든 시대 NATO는 21세기 전반기
한국의 안보 및 아태지역 전략안정성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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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o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임. 냉전질서하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북대서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및 집단방위 동맹체로 출발, 냉전종식이후는 발
칸 및 구소련 역내 위기관리, 2001년 9.11이후 국제테러리즘, 사이버 등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집단방위 영역 확장.
o 트럼프 재임 4년 미국-EU관계 악화와 함께 NATO내 환대서양 관계 위기. 2016년 대선운
동시부터 그는 미 유권자들을 향해 ‘America First’외교를 통해 자신이 이전 정부들이 간과
했던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했던 외교정책 관행들을 바로 돌려놓겠다고 공약. 전후 자유
주의 국제질서를 함께 구축해온 “유럽동맹국”들조차 그에게는 방위비 불공정 차원에서 구체적
맹공의 대상이 되었음. 어느 면 그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에르도간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보다 더 강한 어조로 동맹국 지도자들을 몰아 부침.
유럽 민주주의 국가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EU와의 경제·교역관계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
기반 환대서양 집단방위체인 NATO동맹내에서조차 그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을 향
해 ‘부담공유’ (burden-sharing)를 외치는 데에 집중. EU 27개국중 21개국이 NATO 동맹국
임.1) 재임 4년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서의 정치적 결속력이나 이에 기초한 전략비전에 대해
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최강 회원국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가장 심한 NATO 공식 비판자
로 부각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그의 NATO비판 최대관건은 동맹의 정체성이나 전략보다는
“방위비 분담”임. “부유한 유럽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비에 얹혀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며 초지일관 “방위비 증액”을 요청해 옴.
이렇듯 환대서양 관계 위기속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축되는 한편,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다자주의를 표방하며 자신들의 국제활동을 유럽대륙 포함,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 미국, 중국,
러시아간 강대국 경쟁이 가시화됨. 지난 4년 미국내 다수 정치엘리트들을 포함, NATO 동맹
국 지도자들이 동맹의 안보 및 국제질서를 우려.
o 2020.11.3. 조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 대서양 양안에서 트럼프 시대 소원
해진 환대서양 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큼. 새 정부는 America First가 아닌
America is Back을 기조로 함. 다자주의 존중 및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미국의 국
제질서 리더십 복원을 공약. 민주동맹 결속력 속에서 강력해진 권위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로
부터의 다각적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 기후변화, 보건안보 등 글로벌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국
제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함.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8년 부통령을 수행했고
오바마 정부가 NATO동맹의 역할을 중시했던 만큼 동맹국들내 환대서양 재결속에 대한 기대
가 적지 않음.

1) 2021.5 현재 NATO내 비EU국가는 9개국임. 미국, 캐나다, 영국(2020.1 브렉시트 효력), 그리고 아이
슬랜드, 노르웨이, 터키, 알바니아, 몬테니그로, 북마케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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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취임이후 지난 4개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회의 포함, 여러 방식으
로 NATO에 대한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및 주독일 미군규모 축소 취소, 아프가니스탄 주둔
NATO군 철수 문제 협의 등, 적극적으로 동맹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다음달 (6월) 바이
든 대통령은 취임후 최초로 외유에 나서며, 브뤼셀에서 NATO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EU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예정임.
o 본고는 바이든 시대 NATO의 전략방향과 환대서양 관계를 전망하고 정책함의를 찾고자 함.
한국은 아태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국중 하나이며 NATO의 10개 글로벌 파트너 국가중 하나.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의 정치군사 다자 동맹체 NATO의 전략방향과 도전들에 대한 이
해는 한국의 안보 및 아태지역 전략안정성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임. 이하에서는 ▲
NATO 포괄분석, ▲트럼프 시대 악화된 NATO내 환대서양 관계, ▲지난 4개월 바이든 정부의
NATO차원 환대서양 관계복원 시동과 단기과제 결정, NATO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NATO
2030’ 및 새롭게 개진되고 있는 중국의제, 끝으로 ▲ 바이든 시대 NATO결속력 전망 및 인도
태평양 역내 정책적 함의를 각각 다루고자 함.

II. NATO 개괄분석
1. 기구성격
▲ 정치·군사 다자동맹기구
<정치동맹>: 민주적 가치 증진; 방위 및 안보 현안에 대한 협의와 협력; 신뢰구축; 장기적 분
쟁예방
<군사동맹>: 냉전기 소련에 대한 집단방위. 냉전종식이후 추가적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공
약. 군사작전은 NATO 창설조약인 북대서양조약 제5조

‘집단방위,’ 혹은 유엔위임, 혹은 여

타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하 수행. 현재까지 제5조 발동은 1회 (2001년 9/11 미국에
대한 테러 대응)
▲ “환대서양” (transatlantic) 기구
유럽대륙과 북미대륙 국가들의 동맹이란 점에서 독특.
▲운영과 구조
o 회원국들은 브뤼셀 NATO본부에서 연일 정치안보 협의 및 결정. NATO의 “결정”은 합의제
이기 때문에 회원국의 집단적 의지임.
회원국
o [정치] NATO 대표부 (핵기획그룹, 북대서양협의회, 소위원회들, 각종 기관들 )
o [군사] 군대표부 (군사위원회 국제군참모)
(통합군사령부: 연합작전사령부, 연합전환사령부)
사무총장 (국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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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
o 2021.5. 현재 30국 (미국, 캐나다 & 유럽의 28개국)
o 1949 창설시 12국: 북미 2 (미국, 캐나다) + 유럽 10
(영국,프랑스,이태리,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그,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포르투갈)
<확장내역, 1949-2020>
연도(신규가입국수)

1949
1952
1955
1982

신규가입국명

창립
(2)
(1)
(1)

NATO 회원국수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스, 터키
서독
스페인

12 (창립국)
14
15
16

<소련·동구권 붕괴>
1999 (3)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 루마, 슬로바키아,

19

2004 (7)

슬로베니아,

26

2009 (2)
2017 (1)
2020 (1)

리투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니그로
북마케도니아

에스,

라트,

28
29
30
<볼딕체>: 구(舊) 소련동구사회주의권

3. 창립배경과 조약
▲창립배경 (1949)
◈소련 확장억지
△강력한 북미군 (미국, 캐나다)의 유럽 주둔을 통해 민족주의, 군국주의 부활 억제
△유럽 정치통합 촉진

▲ 창립조약: ‘북대서양조약’ (일명 ‘워싱턴조약’ 12개국)2)
o 집단방위를 담은 제5조가 가장 주목받고 있음.

<제5조> (“집단방위”)
o 유럽 혹은 북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회원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그 경우 북대서양 역내 안보 복원 및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각국은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한 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개별적 혹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공격을 당한 회원
국(들)을 지원.
o 모든 무력공격과 그에 따른 모든 조처는 즉각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 및 유지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 종료.

2) 조약원문: The North Atlantic Treaty (Washington D.C. 1949.4.14.).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171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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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약 제2조 & 제3조는 직접적 공격 위협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 “제2조”는 비군사부문 협
력의 여지 (“자유로운 제도, 복지, 경제협력”); “제3조”는 개별국 혹은 서로간 군사태세 협력
기초에 관한 합의임 (“따로 혹은 서로 자구책 및 상호원조”).
4. 국제안보환경 변화속 NATO의 역할 추이

<이정표>
(1) 1949-1991: 동맹의 탄생과 냉전국제질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2) 1991-2001: 유럽통합
(3) 2001-2010: 9.11테러와 그 여파
(4) 2010- : 중국부상 (GDP 2위로 부상), 러시아공세화, 중동불안정, 사이버

▲ 냉전기 NATO의 대소련 억지기능
▲ 냉전종식이후: 새 위협과 NATO의 역할
◈ 새로운 ‘전략개념 1991’채택 (로마 NATO정상회의, 1991.11)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 전쟁과 NATO의 개입>.
◈ ‘전략개념 1999’ 채택 (워싱턴 D.C. NATO 정상회의, 1999.4)
< 9.11(2001) 테러와 북대서양조약 제5조 발동>
◈ ‘전략개념 2010’ 채택 (리스본 NATO정상회의, 2010.12)
<러시아 크림합병, 중동내전, 중국의 유럽동맹국들로의 진출확대>
◈ ‘NATO 2030’? 2010 이후 새로운 위협들? (2021 브뤼셀 NATO 정상회의 논의 기대)

III. 트럼프 재임기 NATO: 동맹 불안정
1. 동맹내 환대서양 관계 불안정성 초래
o 1949년 탄생이후 미국 대통령은 누구던 집단방위를 위한 미국의 선도적 기여 및 민주주의
가치 결속의 상징적 존재. 그러나 트럼프 시대 미국 대통령이 NATO에 대한 가장 공개적 비
판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 미국의 NATO공약에 대해 유럽동맹국들은 심대한 우려. 트럼프
재임기 유럽동맹국들에 대한 거래적 내지 중상주의적 접근은 미국-EU차원에서나 NATO 동맹
내에서나 환대서양 관계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줌. 그의 유럽 동맹국 비판의 초점은 “부담공
유” 문제임.

(1) 트럼프의 언행 및 트위터: 동맹가치 불신과 거래적 인식
o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기 America First기조하 파리기후변화협약, WHO, TPP, JCPOA 등
다수 다자 국제기구 혹은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 심지어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 그의 유
불리 판단은 제2차 세계대전종식 이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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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환대서양 돔앵국들에게도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운동시 NATO가 진부한 기구라며 비판. 2017년 취임이후는 NATO가 미
국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NATO회의론 표출. “미국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들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는가”라는 언변이 일상화됨. 예컨대, “부유한” 유럽 동맹국 독일의
경우 방위비 GDP 2% 기준 (2024 목표) 미달 및 Nord Stream 2 (독일-러시아 가스관) 프로
젝트를 들어 불만 표출. 2020.7. 독일주둔 미병력 36,000명중 11,000명 삭감을 일종의 대응
이라며 선언.
(2)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에 대한 미국내 및 유럽 동맹국 지도자들의 우려
o 2017년 취임후 첫 NATO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공유의 필요성을 역설. “제5조
집단방위”에 대해서조차 확신을 주지 않았음. 2018년에는 비공식적이었지만 종종 유럽동맹국
들의 방위비 공약이행 (2024까지 GDP2% 방위비) 불충분시 미국의 NATO탈퇴까지를 시사
함.3) 당시 트럼프 안보측근 인사들 조차 이를 우려.4) 나아가 미하원은 초당적으로 ‘NATO지
원법’(NATO Support Act, 2019.1)을 승인. 탈퇴 조건으로 상원의 승인을 규정.
o 유럽 동맹국들은 지난 70여년 자신들과 미국이 함께 일군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축을 심대
히 우려. 동시에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공세성에 따른 안보불안 포출.
2019년 마크롱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2019.11.17.)에서 동맹과의 협의부재하
트럼프의 북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결정을 개탄 (“NATO가 사실상 뇌사상대”). 그는 트럼프가
미국이 치르는 동맹비용만을 강조하면서 동맹국과 협의도 없이 북시리아 주둔 미군철수령을
내린 결과 프랑스 군은 물론 현지 쿠르드 민병대가 위험에 처하게 됐음을 강조.5)

2020 뮌헨

안보회의에서 독일 프랑크월터 슈타인미이어 대통령 (사민당 출신)은 “현재 미국정부는 ‘국제
사회’라는 개념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

o 요컨대, 트럼프는 America First기조하 NATO 유럽동맹국들에 대해서 조차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서의 결속력 보다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라는 거래적 시각을 언행으로 드러냄. 이는
유럽 동맹국들은 물론 전후 미국 역대 정부의 그랜드 전략과도 심대히 괴리된 것이었음.
2. 트럼프의 NATO 유럽동맹국들에 대한 분담비용 촉구: 배경과 전개
트럼프 이전부터 부담공유 문제는 NATO내 중요 이슈중 하나였음. 2019년 이후 NATO예산구
조에 어느정도 변화가 보임: (1) NATO ‘간접비용’관련 첫째, 동맹국들이 GDP의 2% 방위비
이행 속도진척 (2014년 3개국에서 9개국으로 증가), 둘째, 2019년 국가계획상 2개국 (독일,
캐나다) 제외 모든 동맹국들이 방위비의 20%를 현대화 공약에 투자키로 함 (2024년까지 총
3) 예: The New York Times (2020.9.3.) 참조.
4) 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Simon &Schuster,
2020).
5) The Economist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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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달러); (2) 추가적으로 NATO ‘직접비용’관련

미국의 공동기금 분담률 인하 등을 말

함.
(1) NATO 회원국의 공동방위 기여 (간접재원)
o 동맹의 통합군사조직은 회원국 병력 및 장비 공여로 구성. 조약 제5조 집단방위작전이 아닌
경우 NATO작전에 모든 회원국이 기여할 의무는 없음. 자율성에 기초, 그럼에도 보다 효과적
인 공동작전 기여를 위해서는 각국이 일정정도 국가방위력을 갖추어야만 함.
o 공동방위 기여측면 미국에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은 늘 NATO 유럽동맹국들의 과제가 되어
왔음. 특히 9.11(2001)이후 미국 국방비 증대로 인해 이 불균형성 더욱 확대. 유럽동맹국들은
무엇보다도 정보, 감시, 정찰, 공중연료공급, 탄도미사일방어, 공수전자전쟁 등 특정 주요역량
에 관해 미국에 심대히 의존. 일찍이 2006년 NATO국방장관들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쓰기로 합의. 그러나 2008-9년 금융위기 충격 및 재정악화로 2014년까지 동맹국간 불균형성
악화.
o 웨일즈 정상회의(2014)에서 정상들은 ▲국방예산 감소추세를 역전시키기로 합의: 현재 2%
지침 3개 준수국 (3: 미국, 영국, 그리스)은 그대로 유지; 지침이하인 국가는 일단 축소중단
및 GDP증가에 맞추어 증대, 2024년내 2% 지침달성 목표.

웨일즈 정상회의(2014)는 또한 ▲

동맹국들이 10년내 국방비의 최소 20%를 현대화(연구개발 포함 장비구입)에 할당키로 합의.
이는 역량강화 및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함.
o 요컨대, 미국과 동맹국들간 국방비 불균형성 조정 필요성은 트럼프가 처음 제기한 것이 아
니라는 점. 늘 그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업박효과라 하기는 어려움. 다만
유럽동맹국들에 대해 GDP의 2%를 방위비로 쓴다던가, 방위비의 20%를 군현대화에 투자한다
던가 하는 기존 공약 이행과정에서 촉진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임.
(2)

NATO회원국의 공동기금 기여 (직접재원)

o 공동기금은 NATO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 총액은 사실상 NATO국가들의 국방예산 총액의
0.05% 미만에 불과. 3개 부문에 사용: ▲“민간예산”; ▲“군사예산”; ▲“NATO안보투자 프로
그램.”
회원국들은 GNI에 맞추어 분담. 2020년 확정된 2021-24 분담비율을 보면 미국과 독일의 비
율이 같음 (각각 16.3572 %). NATO사무총장에 따르면 미국의 분담율이 약 5억 5000만 달러
에서 4억 달러로 낮아지고, 독일의 분담율이 늘어남. 이 역시 전적으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정부의 부담공유 압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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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공동기금 분담비율 2021-20246)
(2020.12 확정)

국가명
적용기간

2021 to 2024

Albania

0.0908

Belgium

2.1059

Bulgaria

0.3660

Canada

6.8840

Croatia

0.2997

Czech Rep.

1.0567

Denmark

1.3125

Estonia

0.1249

France

10.4986

Germany

16.3572

Greece

1.0581

Hungary

0.7602

Iceland

0.0645

Italy

8.7881

Latvia

0.1596

Lithuania

0.2568

Luxembourg

0.1694

Montenegro

0.0292

Netherlands

3.4532

Norway

1.7784

Poland

2.9887

Portugal

1.0499

Romania

1.2290

Slovakia

0.5165

Slovenia

0.2277

Spain

5.9956

Turkey

4.7308

United Kingdom

11.2908

United States

16.3572

TOTAL

100.0000

6)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676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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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바이든 시대 개막과 NATO: 동맹 재활성화
1. 기회와 도전
o 2020.11.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패배시키고 제46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
과 바이든 팀 (블링컨 국무, 오스틴 국방 포함)은 2021.1.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주주의 가
치동맹 결속력 차원에서 트럼프의 NATO회의론으로 피폐해진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 및 상호
신뢰 재구축 본격화.
바이든 정부는 전후 미국 ‘대전략’(Grand Strategy)의 초석이 되어온 환대서양 가치동맹의 중
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유럽동맹국들과의 결속력 복원을 주요 과제중 하나로 설정. 미국-EU
관계 긴밀화는 물론 “부담공유”압박으로 일관됐던 NATO내 환대서양 관계를 극복코자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이후 일관성있게 NATO에 대한 공약을 다각적으로 재확인. 취임 일주
일 만에 NATO사무총장 옌 스톨텐베르그 (2014-, 노르웨이)와의 첫 통화에서 미국의 집단방
위 공약이 “신성한 (sacred) 것임을 재확인. 이어 국무부 연설에서 America First외교 극복
을 선언.7) 국제질서내 ”민주주의 가치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전임정부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거래적 외교를 추구해온 것과 다른 특징을 가졌다고 강조.
.
“전세계가 오늘 America is back을 듣고 있음....▲현재 및 미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에 관여할 것임.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야심증대,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려는 러시아의 단호성 등, 권위주의의 승세에 직면. ▴새롭게 전개되는 팬데믹부
터 기후변화, 핵비확산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해결해야만 함. 홀로
해결할 수 없음. ▲우리는 미국의 가장 소중한 민주적 가치 (자유보호, 기회제공, 보편인권지지, 법치
존중, 인간의 존업성 수호)에 근거한 외교로 시작해야 함. 이것이 우리의 글로벌 정책, 우리의 글로
벌 힘의 토대임. 이것이 우리의 지치지 않는 힘의 원천임. 이것이 미국의 이점임.”

- 취임후 첫 다자외교안보 회의였던 ‘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비대면, 2.19)에서 바이든 대통
령은 전임 정부의 ‘America First’로 인해 경직된 유럽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 신뢰
받는 리더십 위치로의 복귀, 유럽과 함께 세계에 대한 재관여, 거래적이지 않고 민주주의 가
치공유를 토대로 한 서방연대 등을 강조. 특히 NATO군사동맹에 대한 전폭적 공약 재강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임은 우리들의 부동의 서약 (방위조약 제5
조).”
- 바이든 시대의 본격적 개막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 참석하는 2021.6.14. 브뤼셀 NATO정
7) “America’s Place in the World.” (국무부 연설. 2021.2.4.) 또한 백악관, 「임시 국가안보전략지침」
(Interim Nations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20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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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 될 것임.
o 향후 바이든 정부에 대한 최대 도전중 하나가 동맹국 신뢰회복임. 4년 혹은 8년후 미 대선
결과 “유사 트럼프” 시대로의 회귀 불가를 확신시키는 일임. 트럼프 후유증 속 유럽의 공포와
우려는 정당한 측면이 있음. 미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일수 있음을 증빙하는 과정은 더딜 것.
유럽국가들내 미묘한 차이도 존재: ▲마크롱 대통령은 어느정도 자주적 유럽방위전략의 필요
성을 강조. 반면 ▲폴란드 등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은 동유럽 동맹국들은 유럽방위계
획은 단지 NATO의 보완기제일뿐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
2. 바이든 취임후 NATO 동맹국들과의 단기과제 협의 및 결정 (2021.1-5)
(1) NATO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4.14)
o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오는 2021.9.11.(9.11 테러 20주년)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방침을 결정 (현재 9600명. 이중 미군 2500명). 이는 트럼프 정부가 탈레반 반군에게
2021.5.1.까지 철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임 (약속보다 4개월 지연). 철군후 아프가니스탄 정부
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한 NATO의 공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동맹에 대한 러시아의 악의적 행동: 직언과 제재
o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푸틴 대통령과의 첫 통화(1.26)에서 사
이버 해킹, 2020 미 대선개입, 나발니 투옥 문제들을 직접 지적함. 두 번째 통화(4.13)에서는
크림합병이후 7년만에 우크라이나 안팎 러시아 군사력 집결을 지적하고 철수를 요청함. 이는
트럼프가 재임기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려 하는 등, 동맹국들에게 우려를 안겨
주던 모습과 대조적.
o 바이든 신정부는 또한 서방 (EU, 캐나다, 영국)과의 공조속 두 차례 대러시아 제재 (3월:
나발리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4월: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해킹, 2020 미대선 개입, 지속적
크림점령)를 결정. 이들 이슈는 트럼프가 중시하지 않았었음.
(3) 중국 인권 제재
o 2021.3. 바이든 정부는 서방(영국, 캐나다, EU)과의 공조속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
압”을 이유로 제재.
(4) 주독미군 감축결정 철회
o 트럼프가 2020.7. 독일의 방위비 분담 불충분을 이유로 주독미군 11000명 감축을 결정. 바
이든 대통령이 2021.2.19. 뮌헨안보회의(비대면)에서 집단방위 재공약과 함께 이를 철회.
3. 미래 전략개념 ‘NATO 2030’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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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는 6월 NATO 브뤼셀 2021정상회의는 환대서양 민주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 취
임후 첫 NATO정상회의. 더하여 동맹국 정상들과 함께 ‘NATO 2030’전략을 논의하게 될 중
요한 이정표임.
(1)

NATO ‘전략개념 2010’ 업데이트 필요성

o NATO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은 동맹의 핵심과제와 원칙, 가치, 변화하는 안보환경
등 향후 10년 동맹의 전략목적 등을 정리. 가장 최근 버전인 ‘전략개념 2010’은 2010년 리스
본 정상회의에서 채택 (2010.11.20.) 즉, 러시아의 크림합병, 중국의 글로벌 부상 등 강대국
경쟁 이전의 환경을 반영. 따라서 2019.12. NATO정상들은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으
로 하여금 새 동맹강화 방안 강구를 요청.

(2) ‘NATO 2030’ 자문단의 최종보고서 (2020.11.25.)
o NATO 사무총장이 2020.3. 10인 독립 자문단 (Reflection Group)을 출범시킴. 이들이
NATO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NATO 2030: 새 시대를 향한 단합,’ 2020.11.25)는
다수 의견중 하나이지만 동맹국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부문 의견수렴 노력중 하나로서 살
펴볼 가치가 있음.8)
▲ 향후 10년 주안점
동맹의 “정치적 결속력”이 매우 긴요 (러시아와 중국의 NATO결속력 내분기도를 저지)
▲ 향후 10년 주요 도전과 과제
러시아와 중국/ 파괴적 신기술/테러리즘/재래식 및 핵 억지력/기후변화/환대서양 결속력/EU
와의 협력강화/파트너들과의 협력강화 등.
▲ 지정학적 위험으로서 중국의제 본격적 부각
향후 10년 지정학적 위험이 될 가장 중대한 이슈중 하나로 “중국”이 부각됨.

“중국의 국가역량, 경제적 영향력, 지도자들이 명시한 이념적 목표 등을 평가한 결과, NATO가 좀더
많은 시간, 정치자원, 및 행동을 중국발 안보도전에 할애해야만 함.”

- “중국의 활동이 동맹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 줄 수 있음.”
- “중국의 안보도전에 대한 NATO의 대처방안 필요성”

8)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Analysis and Recommedations of the Reflection Group
(2020.11.25.) 참조. (공동위원장: Thomas Maiziere, 전 독일국방장관, 현 독일연방의회 의원; A.
Wess Mitchell, Marathon Initiative 의장, 트럼프 행정부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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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망 및 정책함의
o 2021.6.14. 브뤼셀 정상회의(대면)는 NATO로나 바이든 대통령으로나 매우 중요한 이정표
가 될 것으로 전망됨. ‘NATO 2030’을 바라보며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1949)의 목
적을 재확인하면서 (i) 유로대서양의 평화, 안정, 법치의 초석으로서 NATO의 역할 재확인,
(ii) 민주주의 동맹(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존중)으로서의 재활력 긴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임.

예상되는 2021 NATO정상회의 주요의제로는 향후 10년 러시아로부터 동유럽 보호; 중동과
유럽 테러위협; 유럽내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제한; 사이버/우주/하이브리드 도전과 해결;
재래식 및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국 보호. 그리고 단기적으로 2021. 9.11로 예정된 NATO주도
국제안보지원군 철수준비 및 이후 아프가니스탄 미래,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안보부문에 미치
는 영향 등 오래되고 또 새로운 여러 의제들을 미국과 유럽동맹국들이 함께 다룰 것으로 보
임.
바이든 시대 NATO 동맹의 재활력에 대한 기대요인은 다음과 같음. (1) 환대서양 동맹 기본토
대가 ‘북대서양조약’(1949)이란 점임. 정치, 군사적 방법에 의한 회원국의 자유 및 안보보장임.
2030 도전과 위험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데에도 길잡이 역할 가능; (2) 바이든 대통
령의 민주동맹 재활력 의지에 대한 유럽동맹국들의 환영 및 공감; (3) 미국 역대정부의 동맹중
시 그랜드 전략 지속성. 심지어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7.12)과 ‘국가방위전략
’(2018.2)도

각각 미국의 유럽과 환대서양 동맹에 대한 공약 재확인, 또한 트럼프 재임기 오

히려 오바마 정부대비 미국의 ‘유럽억지구상’(EUI) 예산 증가 (52억달러에서 172억 달러) 및
유럽주둔 미군 증가 (3%); (4) 미국인의 90%가 동맹유지를 미국 외교정책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 방식이라 답 (‘시카고글로벌문제연구회’ 여론조사 결과, 2021.2).9)
반면 바이든 시대 NATO 재활성화 관련 도전내지 제약요인도 존재. 현재로서는 이 두 요인이
크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1) 2010 이후 부쩍 유럽국가들과 경제·투자협력을 도모
해온 중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및 사이버·하이브리드 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 이 두 나라가 각각 혹은 함께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됨. 중러 긴밀화부터 상호 이
해상충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임; 또한 (2) NATO차원에서 미국과 NATO 유럽동맹국
들간, 그리고 유럽동맹국들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험인식 및 바람직한 대응방식에 대해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o 마지막으로 바이든 시대 NATO의 재활성화 노력이 인도태평양에 주는 주요 함의로는 다음
을 상정할 수 있음.
(1) 민주주의 결속력 “다자화.” ▲미국은 다자가 아닌 양자 동맹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태
9) Democrats, Republicans Support Alliances, Disagr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여론조사 보고 (2021.1.25.).
https://www.thechicagocouncil.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democrats-republicans
-support-alliances-disagree-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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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들간 다자적 파트너 강화를 꾀하고 있음. 4자 안보대화체인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그 예.

2021.2.18. 4자 외무장관 회의는 인도태평양의 인정과 번

영, 항행의 자유 등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 2021.3.12. 최초 4자 정상회의(비대면)는
지역 및 글로벌 주요 현안인 기술혁신, 팬데믹, 기후변화에 대한 각각의 워킹그룹을 출범시킴.
한미일 3자 협력도 그러한 다자틀의 일종으로 제시됨. 결국 바이든 시대 다자 민주연대 긴밀
협력 내지 결속의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시사. ▲좀더 큰 틀에서의 다자화는 보다 장기적으로
환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 연대도 상정 가능. 현재 진행중인 ‘NATO 2030’ 담
론내 NATO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질서내 개방사회 발
전 도모가 권고사항중 하나. 한국은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중 하나지만,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쿼드에는 불참. 따라서 향후 NATO+쿼드 포맷이 구성되는 경우 정치안보 차원 전세계
민주주의 연대에서 어느 면 소외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움. 다만 한국이 NATO의 10
개 ‘글로벌 파트너’중 하나이며 이중 4개 파트너가 인도태평양 국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
드), 향후 NATO+글로벌4 포맷 협력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음. 정기대화, 정보공유, 기술협력
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의 참여는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2) “중국과 러시아의 수세적 입장과 한중, 한러관계 파장 가능성.” 어떠한 형태로던 중장기적
으로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지리적 및 협력의 영역 확장과 심화가 모색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 서방의 제재 (인권, 자유, 법치 등) 등 트럼프 재임기에
비해 수세적 입장에 놓일 확률이 크고, 따라서 두 나라가 국제무대나 환대서양에서처럼 인도
태평양에서도 점차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대해 적응 내지 대응을 해야 할 것임. 다만 중국
의 경우 인도태평양 역내 위상이 유럽에서의 위상과 비교할 바 없이 큰 만큼 환경변화는 좀더
서서히 올 것임. 그렇다해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 및 대러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
을 수 있음.
(3) “21세기 안보지표 확장.” ‘NATO 2030’ 담론내 중국, 러시아 관련 동맹의 집단방위 및 방
어 지표가 더 이상 군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역과 투자 영역, 기술협력, 디지털과 AI,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까지 확장되는 점은 21세기 전반기 한국의 효과적 국방안
보정책과 한미동맹관계, 남북관계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주요 변화로 보임.

(4)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 끝으로, 바이든 시대 민주주의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가 꼭 모든 이슈 영역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과 견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NATO는 팬데믹, 기후변화, 테러리즘, 비확산 등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 위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도모를 강조. 인도태평양에서도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의 현안
들에서는 역내 무든 국가들이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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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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