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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 걸친 숙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결정이며, 미국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력 재배치 및 안보전략 변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강대국 대응 중심으로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력 강화 등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철군 과정에서 나타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일방주의적 행태와 대외정책 변화 등으로 볼 때, 한국은 향후 미국으로부터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등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이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에 따른 방기와 연루 문제의 심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공급망 안보 강화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핵심어: 아프가니스탄, 주한미군, 대외전략, 전략적 유연성, 미중경쟁, 한미동맹, 공급망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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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2021년

4월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공표함1)
•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 제2의 베트남 패전2), 미국의 오판3), 대통령의 철군
집착4) 등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었으며, 명백한 승리 없이 철군함으로써 미 군사전략의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가 다수임
-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동맹국들의 신뢰 약화를 초래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됨5)
•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는
전략적 연속선상에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의 대외전략 기조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유로 미중 전략경쟁과 안보환경
변화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지향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집중
되었으며,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도 나타남
-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 대외정책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표면화된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는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4/14/remarks-by-president-biden-on-theway-forward-in-afghanistan/ (accessed: Sep. 18, 2021).
2)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1/08/16/us-failed-learn-lesson-vietnam-will-it-learn-afghanistan/
(accessed: Sep. 30, 2021);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234884 (accessed: Sep. 29, 2021).
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aug/13/us-withdrawal-afghanistan-mistake-uk-defence-secretary-benwallace (accessed: Sep. 28. 2021).
4) Emma Ashford and Matthew Kroeing, “What Should Biden Have Done in Afganistan?” Foreign Policy, August 27,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8/27/biden-kabul-withdrawal-afghanistan-planning-chaos/ (accessed: Sep. 20. 2021).
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817170005358?did=NA (검색일: 2021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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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나타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 관계와 대외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관련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영향, 한반도에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국제질서 관련 연구로는 2021년 G7 정상회의 이후 국제질서 변화 연구,6) 나토(NATO)
정상회의와 동맹의 문제,7) 미러정상회담 분석과 한국의 대응 등이 있음8)
- 코로나19 이후 미국 대외정책 변화 관련 연구는 미중경쟁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함께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9)
• 한편

아프가니스탄 관련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미국의 전략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임10)
•본
 전략보고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동맹관계와 전략적 지향점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려 함

6) 강선주, “2021년 G7 정상회의: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에의 함의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2021), http://www.ifans.
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
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3829&clCode=P01&boardSe=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7) 정은숙. “2021 NATO 정상회의: 동맹 재활성화 및 시사점,” 세종논평 (2021), https://www.sejong.org/boad/1/egoread.ph
p?bd=1&itm=&txt=&pg=1&seq=6017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8) 이태림, “미 · 러 정상회담 분석,” 외교안보연구소 (2021),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
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
Sn=13830&clCode=P01&boardSe= (검색일: 2021년 10월 12일).
9) 전봉근, “코로나19의 국제정치에 대한 영향과 전망,” 국립외교안보연구소 편,『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서울: 국립외교
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10) 인남식,

“탈레반 집권 후 아프가니스탄 내외 역학관계,” 외교안보연구소 (2021), http://www.ifans.go.kr/knda/ifans/kor/
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
&menuCl=P01&pblctDtaSn=13846&clCode=P01&boardSe= (검색일: 2021년 10월 11일); “최근아프가니스탄 내외 정
체 추이 및 전망: 미군 철군과 탈레반 복귀 관련,” IFANS FOCUS, 외교안보연구소 (2021), http://www.ifans.go.kr/knda/
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
ctgrySe=&menuCl=P07&pblctDtaSn=13838&clCode=P07&boardSe= (검색일: 2021년 10월 11일); 정은숙, “아프가니
스탄 위기와 유엔안보리 결의 제2593,” 세종논평 (2021), https://www.sejong.org/boad/1/egoread.php?bd=1&itm=&tx
t=&pg=1&seq=6105 (검색일: 202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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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대외정책

1.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가. 철군 배경

•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9.11 테러 주범인 알 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탈레반 정권 축출을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임
- 미국, NATO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전했으며 20여 년간 지속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전비만 1조 달러에 달함
•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5월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고 2013년 6월 부터 카타르에서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2016년까지 모든 미군 철수를 발표함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공식적으로 보류하고, 2016년
7월에는 아프간 주둔 미군 8,400명을 임기 종료 때까지 잔류시키며 철군 계획을 변경함
•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 29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탈레반 평화합의인 ‘도하 합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함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공식 발표했으며,
철군 배경에는 아프가니탄 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미국 정부의 재정부담, 미중 전략
대응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의 미군 철수와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며 방위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음
- 바이든 행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 반해 그 효과가 미미
하다는 점, 미국 내 여론 악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철수를 결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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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군 과정

•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슬로건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기간 훼손되었던 동맹관계와 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함
•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는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체결한 ‘도하
협상’(Doha Agreement)의 기한을 맞추기 힘들어 지체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철군 의지를
표명했음11)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협상을 체결하고 5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내에 주둔하는 미군과 나토 동맹군을 철수시킬 것을 약속함
• 7월 미군과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기지(Bagram Air Base)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바이든 미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군은 아프간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철군
계획 발표함
- 바그람 기지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에서 북쪽으로 45㎞ 지점에 위치했으며,
한때 10만 명이 주둔하는 등 아프간 내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임12)
• 8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을 선언했으며,13)
“영원한 전쟁을 하지 않으려 했다”며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대단한 성공”이라고 자평함

2.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나타난 대외정책상 특징

가. 일방적 철군과 동맹 배제

• 미군과

나토군 철수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이 자신의 일정을 고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나토는 미군의 완전 철수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했음

11)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221320001225?did=NA (검색일: 2021년 9월 13일).
13)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End of the War in Afghanistan,” August 31, 2021, https://www.
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8/31/remarks-by-president-biden-on-the-end-of-thewar-in-afghanistan/ (access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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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나토는 탈레반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을 이유로 병력 철수 시기를
연장하기로 함14)
•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하자,
나토는 4월 14일 동맹국들이 5월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하는데 합의15)했으며, 6월 30일에는
이탈리아와 독일 철군 완료16)
• 바이든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철군은 한국과 유럽에서 미군 감축에 대한 불안을 야기했지만,
동맹과 우방국 관계자를 안전하게 철수시킬 것이며,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17)

나. 이익 우선의 대외정책 조정

•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완전 철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중국과 러시아라는 더
큰 도전에 대처하고자 미국 외교정책을 조정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음18)
- “탈레반과 전쟁을 또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지를 결정하고 오늘과 미래에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힘
- 8월 31일에도 대국민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핵심적 국가안보 이익에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함

14) David M. Herszenhorn, “NATO delays decision on Afghanistan withdrawal,” POLITICO, February 18, 2021, https://
www.politico.eu/article/nato-jens-stoltenberg-delays-decision-afghanistan-withdrawal/ (accessed: Oct. 1, 2021).
15) NATO, “NATO Allies decide to start withdrawal of forces from Afghanistan,” Apr. 15, 2021, https://www.nato.int/cps/
en/natohq/news_183086.htm (accessed: Sep. 18, 2021); https://www.nytimes.com/2021/04/14/world/asia/nato-afghanistan-troops-withdrawal.html (accessed: Sep. 18, 2021).
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189500109 (검색일: 2021년 10월 6일) https://www.voakorea.com/a/world
_germany-afghan/6059843.html (검색일; 2021년 10월 6일).
17) Jake Sullivan,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ugust 17, 2021, https://www.whitehouse.gov/
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8/17/press-briefing-by-press-secretary-jen-psaki-and-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august-17-2021/ (accessed: Sep. 24, 2021).
18)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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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결국 타국을 위한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 변화라 할 수 있음19)
• 이는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로 바이든 행정부가 주창해 온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도 결국 ‘가치’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20)
• 아프간

철군은 미국 대외정책의 초점이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중국에 인접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더욱 중요한 지역이라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임

Ⅲ. 포스트 아프간 미국의 대외정책

1.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위협 인식과 대 중국 전략

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위협 인식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국제보건과 인권, 기술 담당
고위직을 신설하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예고함
• 바이든

정부의 핵심 참모 및 정보기관은 미국에게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했음

19)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fghanistan,” The White House, August 16,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8/16/remarks-by-president-biden-on-afghanistan/
(accessed:
Sep. 4, 2021).
20)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1/aug/26/trumps-america-first-doctrine-replaced-by-biden-do/ (accessed: Sep.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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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itonal Intelligence)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는 ‘중국의
강대국 추진’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다룸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은 중국을 위협적이라
평가하며,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음21)

나. 대중국 전략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 인내’를 거론하며 대중국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적점을 찾겠다고 강조하며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조함22)
-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위협으로 고려하며 코로나19 기원설, 화웨이 장비 사용,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들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함
•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양자, 다자를 통한 안보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함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유럽 순방 등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결속을 주창하는 한편,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대중 · 러 공동전선을 강조했음23)
-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양안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도 약속함

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85600083?input=1195m(검색일: 2021.12.04); https://www.yna.co.kr/
view/AKR20210225006000071 (검색일: 2021.12.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005051071?input=
1195m (검색일: 2021.12.04).
22)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biden-china-idUSKBN29U28H (검색일:2021. 12.05)
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0002451071?input=1195m(검색일: 2021. 12.06); (yna.co.kr), https://www.
yna.co.kr/view/AKR20210312172300071?input=1195m (검색일: 2021.12.06); https://www.yna.co.kr/view/AKR2021
0326022100071?input=1195m (검색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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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차원에서 미 제7함대 구축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24),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피력하며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 의지를 보임25)
• 중국과의

통상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26) 특히 미 FCC는 중국의 최첨단 제품에 대한 의존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5G 대표기업인 화웨이, ZTE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함27)
• 대만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경제의 안보화 등의 영역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의 ‘전략적 인내’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
견제로 입장을 전환함

2.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가. 강대국 간 경쟁에 초점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간 경쟁에 초점을 둔 대외정책을 표방함28)
- 냉전 이후 아들 부시(George W. Bush)의 대통령 재임 시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
체제가 정점에 달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형국임
-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방어전략의 초점을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에 두었음

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6044100504?input=1195m (검색일: 2021.12.05)
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047300073?input=1195m (검색일: 2021.12.05); https://www.house.gov/
feature-stories/2021-4-29-president-biden-addresses-congress (검색일: 2021.12.05)
26)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043900071?input=1195m (검색일: 2021.12.05)
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15900091?input=1195m (검색일: 2021.12.06)
28) Ronald O'Rourke,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Report, (2021) https://sgp.fas.org/crs/natsec/R43838.pdf (accessed: Sep.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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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 직후 중국을 국제체제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8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음
※ 8대
 과제는 △코로나19 차단 및 세계 보건안보 강화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개선 △동맹 및 우방 복원 △기후변화 대처 △기술우위 확보 △중국 대응29)
• 2021년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회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핵심 안보이슈임을 표출한 바 있음
- 같은 해 3월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였음
-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3월 첫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30), 미 국방부 또한 중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적 정책
가치임을 밝힘
•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을 염두에 둔
대외전략의 일환이며, 철군은 미국의 강대국 경쟁을 위한 대외정책 추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음
-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일 철군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며,31)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대테러전을
종료하고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러시아와의 강대국 간 경쟁을 대비해야 함을 지속해서
강조함

29) Antony J. BlinkenN, “A Foreign Policy for the American People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3, 2021, https://www.
state.gov/a-foreign-policy-for-the-american-people/ (accessed: Sep. 25. 2021)
30)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Press Conference,” March 25,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3/25/remarks-by-president-biden-in-press-conference/ (accessed: Sep. 15,
2021).
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153000083?input=1195m (검색일; 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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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에 도전한다고 인식하고
중국, 러시아에 더욱 초점을 맞춘 대전략을 추진하려는 입장임
- 중동에서의 대테러 작전이 가지는 중요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국제체제에
심각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경제력, 외교력, 군사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인식하고 경계함
- 중국과 러시아 대응을 목표로 미국은 NATO, 호주, 일본, 한국 등과의 가치동맹을 추구하는
한편, 쿼드(Quad)를 가동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대외전략을 보였음

나. 인도-태평양전략과 군사력 재배치

• 바이든

행정부 안보 전략의 초점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강대국 간 전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략자산에 대한 재검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군사력 재배치를 모색함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중국 대응을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증원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32)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능력 강화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중요한 요소임33)
-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 인도 · 일본 ·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
(Quad)를 부활시켰으며, 2020년 스티븐 비건( Stephen E. Biegun) 미 국무부 장관은 이를
공식 국제기구로 만들 의사를 비친 바 있음

32)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policy/defense-national-security/polish-leader-leaves-with-no-new-commitment-of-us-troops-as-pentagon-shifts-focus-away-from-europe-and-toward-countering-china (accessed: Sep. 5,
2021); Tsuyoshi Nagasawa and Shotaro Miyasaka, “Thousands of US Troops Will Shift to Asia-Pacific to Guard Against
China, German Contingent to Redeploy to Guam, Hawaii, Alaska, Japan and Australia,” Nikkei Asian Review, July 5, 2020,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Thousands-of-US-troops-will-shift-to-Asia-Pacific-toguard-against-China (accessed: Sep. 30, 2021).
33)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s Administration is Advanc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July 20, 20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s-administration-advancing-freeopen-indo-pacific/ (accessed: Sep. 2, 2021); U.S. Department of State, “Advanc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July
30, 2018, https://www.state.gov/r/pa/prs/ps/2018/07/284829.htm (accessed: Sep. 20, 2021); U.S. Department of State,
“Briefing on The Indo-Pacific Strategy,” April 2, 2018,https://www.state.gov/r/pa/prs/ps/2018/04/280134.htm (accessed: Sep. 18, 2021);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July 30, 2018,
https://my.usembassy.gov/remarks-on-americas-indo-pacific-economic-vision-080618/ (accessed: Sep.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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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 2021 회계년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하고 22억 달러(한화 약 2조 4천억 원)를 배정함34)
•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 MDO), 해군의 분산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DMO), 해병대의 경쟁적 환경하의 연안작전(Littoral Operations in a Contested
Environment: LOCE)과 해외 첨단원정 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EABO)35) 등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와 함께 신무기 개발, 획득, 배치도 추진
중임36)
•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의 지정전략과 방향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 우선순위
또한 중동문제보다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 둠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37)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따른 전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를 지시했으며38), 역내 동맹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강화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재편성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중동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감축했음39)

34) Karoun Demirjian, “NDAA offers Biden administration a framework to counter China,” Washington Post, Dec. 6,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biden-china-ndaa-defense-bill/2020/12/05/53ffe71e3660-11eb-b59c-adb7153d10c2_story.html (accessed: Sep. 30, 2021).
35)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2021), https://sgp.fas.org/crs/weapons/RL32665.pdf (accessed: Sep. 28, 2021).
36) Nathan

Strout, “New Pentagon Budget Request Invests in 4 Advanced Technologies,” C4ISRNet, February 10, 2020,
https://www.c4isrnet.com/battlefield-tech/2020/02/10/new-pentagon-budget-request-invests-in-4-advancedtechnologies/ (accessed: Sep. 30, 2021); Kelley M. Sayler, “Defense Primer: Emerging Technologies,” CRS In Focus
(2021),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105 (accessed: Sep. 28, 2021).
37)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pp. 10, 15, https://www.whitehouse.gov/
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accessed: Sep. 29, 2021).
38) Jim
 Garamone, “Global Posture Review Will Tie Strategy, Defense Policy to Basing,” DOD NEWS, Feb. 5, 2021, https://
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2495328/global-posture-review-will-tie-strategy-defensepolicy-to-basing/ (accessed: Sep. 28, 2021).
39) Gordon

Lubold, Nancy A. Youssef and Michael R. Gordon, “U.S. Military to Withdraw Hundreds of Troops, Aircraft,
Antimissile Batteries From Middle East,”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18, 2021, https://www.wsj.com/articles/
u-s-military-to-withdraw-hundreds-of-troops-aircraft-antimissile-batteries-from-middle-east-11624045575
(accessed: Sep.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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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2021년 8월 ‘대규모 해상훈련 2021’(Large Scale
Exercise)을 통해 태평양과 지중해 등에서 5개 함대를 동원하여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합
훈련을 시행하며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한 바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뉴질랜드와의 동맹 강화와 군사적 능력 향상도 추진 중임
-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를 핵심축으로 하는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달
25일 쿼드 정상회담을 실시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했음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미중 간 경쟁이 갈등 또는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의 전략자산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증강됨에 따라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 안보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안보우산을 제공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경우 동맹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다. 공급망 안보화

• 포스트

아프간 미국은 군사력 운용의 초점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으로 옮겨짐에 따라 핵 · 미사일, 무인기, 레이저포와 같은 최첨단 무기 획득을 위한 최첨단
전자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획득을 안보 우선순위로 격상시킴
- 이는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희소 자원에 대한 의존, 중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 향상 및 공급망
강화가 미국 안보자산 획득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함
- 특히 AI, 자율무인기, 극초음파 등 최첨단 무기 획득에 중국 및 러시아 부품과 자원이
사용되고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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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지시했으며40), 6월에는 반도체, 베터리, 바이오, 희토류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재편 및 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41)
-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 투입,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대용량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170억 달러 지원, 미국 내 필수의약품 생산 유도를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에 6,000만 달러 투입
-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도 검토한 바 있음42)
• 한편

미 상원은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900억 달러(약 210
조 원)를 기술 개발에 투자할 예정임
- 반도체 등 중점 산업 기술 개발 및 생산에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와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됨43)
•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를 목적으로 대만문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대만의 TSMC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250만 도스의 백신을
대만에 지원하는44) 한편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45)

4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512570000857?did=NA (검색일: 2021년 10월 2일).
41) White House,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rstering Broad-Based
Growth,” (June 202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6/100-day-supply-chain-reviewreport.pdf?utm_source=sfmc%E2%80%8B&utm_medium=email%E2%80%8B&utm_campaign=20210610_Global_
Manufacturing_Economic_Update_June_Members (accessed: Sep. 19, 2021).
4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816020004184?did=NA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43)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223&classificatio
n=4&query=USICA (검색일: 2021년 10월 25일).
4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0002300071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4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516150003890?did=NA (검색일: 2021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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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기술동맹을 추진했음
- 4월 15일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새 시대를 위한 미국과 일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공동성명을 내고 5G, 반도체 공급망, 핵심기술 보호, 생명과학 · 인공지능
영역 협력 증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자세를 취했음46)
-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합의함47)
• 결국

미중 전략경쟁이 최첨단기술 영역으로 확대되어 반도체의 안보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단절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의 안보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 특히 무역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WTO의 기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함

Ⅳ. 한미관계에 대한 시사점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5월 첫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평화 · 안정 ·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함
-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제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핵심 · 신흥 기술, 전세계 백신 접종, 기후 위기,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방위적 포괄적 안보 협력을 약속했음

4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714180003328?did=NA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4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212370004976?did=NA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14

포스트 아프간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관계

January 2022. No. 156

•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어왔지만,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것임을
밝히며 한국도 사안에 따라 미국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 대응을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함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 결속을 다지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향후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과
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응
• 포스트

아프간 시대 미국, 중국, 러시아 간 강대국 경쟁의 심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력 강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군 배치가 냉전적 질서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은 주한미군의 변동성을 내포
•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2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가능
성은 낮아졌지만, 순환배치였던 아파치 헬기부대와 포병부대를 고정배치로 전환한 바 있어
위기 시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음48)
-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NDSS) 개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독자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간 유기적 안보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계속
추진해야 함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양국의 ‘상호 협의 및 합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48) https://www.yna.co.kr/view/AKR20211130139700504?input=1195m (검색일: 2021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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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동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협력
• 미국이

강대국 정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한미동맹의 정체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있음
• 한미

양 정상이 2021년 5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지정전략적 범위가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어졌고, 한미동맹이
다루는 안보 이슈도 북한 문제에서 신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
- 북한문제에 보다 초점을 두었던 한미동맹이 지역 그리고 신흥안보 영역으로 안보 공간과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문제와 근원적 차원의
동맹 정체성 재정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프간 철군으로 중동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 통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한편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 개발 및 획득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남 · 동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하거나 동맹국가인 한국에게 관련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음
• 결국 미국은 글로벌 동맹 관계인 한국에게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음
-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기술적 지원이나 신안보 분야 등에서 역내 미국 동맹국들 간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한미 간 정책적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한미동맹의
역할과 정체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미군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미국과의 동맹관계 심화가 자동적으로 대중국 견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슈별로 한미
동맹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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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안보 강화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희토류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관련
영역에서 동맹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고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도 구축 중임
-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생태계 육성 의사를 밝혔으며, 관련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 및 생산을 늘리도록 요구함
•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미국의 공급망 안보 동맹 강화는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축소시키는
한편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음
-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영역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문제는 생산뿐 아니라 공급과 소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생태적 사안이기 때문임
• 한국의 공급망 안보 전략 참여가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미중 간 선택의 문제가 된다면 지난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보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함
-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및 기술 협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협력의 가이드 역할을
하거나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가 간 갈등이 기업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업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기업들이 특정 공급망 참여를 강요당하여 경제적 타당성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한 4차산업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우위를 지속하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도 고려해야 함
-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이버 테러, 기술탈취 등의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므로 유관국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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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Afghan U.S. Foreign Policy and ROK-U.S. Relations

Kun Sik Hong
Sangkeun L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is not just a matter of military relocation, but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changes in its security strategy. In other words,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from Afghanistan illustrates changes in U.S. foreign policy, such as adjusting
policy priorities focusing on responding to powers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in
the Indo-Pacific region. Given the direction of such changes in U.S. foreign policy and the
unilateral behavior shown by the U.S. during the withdrawal from Afghanistan, South Korea
is likely to face U.S. demands to strengthen its role at the regional level. This is likely to lead
to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is unlikely tha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Afghanistan will lead to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could be strengthened and that South
Korea will be asked to participate in the U.S. efforts to strengthen its supply chain security.
Therefore, South Korea must prepare for these.

Keywords: Afghanistan,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foreign policy, strategic flexibilit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ROK-U.S. alliance, supply chai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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