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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8 호  2017 년 7 월 1 일 

 

트럼프 등장 이후 일본과 나토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안보질서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면서, 군

사정책에 관해서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같은 다자주의

적 관여 방침 및 노선과는 확연히 다른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정책공

약을 제시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 핵전력도 증강하

고 해군 함정도 종전 270여 척에서 350척 수준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제

시한 바 있다. 또한 나토 국가들이나 한국·일본 등의 기존 동맹국들에 대

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잠재적 위협 대상국가로 간주하여 제재정책을 실시하였

던 러시아의 푸틴 정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외적 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에 직면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당혹감

과 아울러 나름의 대응방침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최근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전임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 대외전략

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유럽연합 간 정치적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는 화두를 제기한 바 있다. 독일 정부와 여당도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제공하도록 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을 표명하며,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핵우산 제공의 가능성도 거론

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노르웨이에서도 자체 방어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0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던 중립국가 스웨덴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2018년도부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아태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국가들이었던 호주와 일본에서 트럼프 행정부

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유럽 내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와 유사하게 대두하고 있다. 호주 

턴불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난민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노골화된 이후 호주국립대학의 휴 화

이트(Hugh White) 교수는 최근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의 아태지역 내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호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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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 글로벌 안보전략에 대해 보다 복합적인 반응이 나

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대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일본이 참

가하기로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이미 탈퇴 방침을 표명하면서 양국 간에 안

보나 경제분야에서 갈등 현안이 배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아베 정부는 외교와 자

주방위론 양 측면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외교적으로는 작년 미 대

통령 선거 직후 발 빠르게 뉴욕 트럼프타워를 직접 방문하여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을 가졌고, 올

해 2월 10일에도 백악관과 플로리다의 트럼프 별장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간의 견

해 차이를 조정하고 미일동맹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기울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오바마 정부 시기에 합의된 미일동맹 관련 공약들— 즉, 센가쿠(조어도)가 미일동맹의 적용대상이

고, 일본에 대해 여전히 핵우산이 제공된다는 기존 합의들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론을 방불케 하는 자주방위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자민당의 유력정치인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트럼프 당선 직후 언론에 대한 기고를 통해 미국 

국력의 상대적 저하에 직면하여 일본 자체의 방위력을 증대해야 하며, 특히 소형 탄도미사일 전

력 보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에는 아베 수상과도 가까운 기타오카 신이치∙코다 요지∙호

소야 유지∙미치시타 나루시게 등 브레인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작성한 싱크탱크 세계평화연구소

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일본 자신의 방위력을 높여야 하며, 구

체적으로 GNP 1.2% 수준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개발∙배치 등도 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에 PHP 종합연구소*도 전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 오리키 

료이치(折木良一)가 주도한 보고서 발간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정책 제언들

을 바탕으로 아베 수상을 포함한 자민당 유력 정치인들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도 

순항미사일 개발을 통한 선제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 정책 논의는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한국에게도 향후 안보전략을 강구하는데 확실히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례 없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공고한 억제태세를 일층 강화하

는데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예산 배분과 제도의 개선을 통

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을 강구해 가야 한다. 내외적으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한때 운위되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능력과 정책을 최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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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시기가 되었다. 

 

* PHP(Peace and Happiness through Prosperity)종합연구소는 1946년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설립한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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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참고자료 

 

- Kaitlin Lavinder. "Europe Is Boosting Defense Spending? And It’s Not All About Trump.” The Cipher Brief, 

Jun. 7, 2017. [Web] Accessed Jun. 2017.  

 

- Judy Dempsey. "Judy Asks: Will Trump Make Europe Stronger?" Carnegie Europe, May 31, 2017.  

 

- The New York Times. "Mr. Trump’s Threat to Europe’s Security." Mar. 9, 2017.   

 

- Hugh White. "The Opinion: Trump Pushes Australia Toward China." The New York Times, Feb. 9, 2017.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 는 매월 1 일, 11 일, 21 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 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웹페이지보기 

mailto:yjpark607@daum.net
https://www.thecipherbrief.com/article/europe/europe-boosting-defense-spending-and-its-not-all-about-trump-1093
https://www.thecipherbrief.com/article/europe/europe-boosting-defense-spending-and-its-not-all-about-trump-1093
http://carnegieeurope.eu/strategiceurope/70123
https://www.nytimes.com/2017/03/09/opinion/mr-trumps-threat-to-europes-security.html
https://www.nytimes.com/2017/02/09/opinion/trump-pushes-australia-toward-china.html
http://www.kims.or.kr/peri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