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인도와 파키스탄 중심으로
조 원 득 * 1)
❖요 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아시아
외교안보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
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하며 미국의 전략 구상에서
인도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
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무역전쟁 수준으로 격
화되고 있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글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아시아 전략의 핵심 내
용과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의 남아시아 전략을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
펴보고자 한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대소련 경성균형전략
의 측면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관여와 비관여 정

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인도의 비
동맹 원칙으로 인해 파키스탄이 미국의 남아시
아 지역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의 정책 결정자들은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대한
파키스탄의 역할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글로벌 차
원에서 연성균형연합을 통한 전략적 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인도는 인도태평양 이라는 전략적 공간에서 공동 협력을 증
진하고 있어 미국과 인도의 협력은 군사안보적
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 대
한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역내 국
제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남아시아, 연성균형연합, 인도-태평양, 제재 면제, 쿼드, 트럼프 행정부

Ⅰ. 서론
2017년 8월 21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전략을 발표하였다(Alikozai, 2017.8.22). 11월에는 아시아 순방 계
기에 미국의 신 아시아 외교안보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하였다(Trump, 2017). 이 두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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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리는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전통
안보 이슈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 보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국(responsible stakeholder)’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점차 공세적 외교 및 군사 움직임을 통해 인도-태평양에
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대국 간 경쟁이 다시 미국의 주요 외교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고 군사·외교뿐만 아니라 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경쟁 관계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중소국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
국 사이에서 선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실정이다
(Wong and Rapport, 2018.11.21).
먼저 중국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역내 거점 국가들
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주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등 인도의
이웃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s, CPEC)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남쪽에 위치한 과다르(Gwadar) 항구의 인프라 건설에 약 57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3개국 외교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한
편, 2015년 이래 아프가니스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 왔다.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아프가니스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Gul, 2018.11.1). 이 밖에도 중국은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Hambantota)
항만 건설을 위해 대규모 차관을 스리랑카 정부에 빌려 주었으며 차관 상환으로 99년
간의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획득하였다(Stacey, 2017.12.11).
반면 미국의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한 ‘인도
-태평양 경제 비전(Indo-Pacific Economic Vision)’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제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Pompeo, 2018.7.30). 이에 미국은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제 및 외교적 관여를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중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123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발전소, 도로, 다리, 항만 정비 등 인프라
시설 정비를 위해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2018.11.15). 이미 미국은 2018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를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
간에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독점적이고 권위적 경제외교를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11월 15일에는 트럼
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아세안-미국 정상회의(ASEAN-US Summit)에 참가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어떤 국가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침략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empire and aggression has no
place in the Indo-Pacific)”라고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강압적 외교 행위
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Wong, 2018.11.15). 미국 행정부는 역내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동에 대응 차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방글라데시에 약 3천 9백만 달러를,
스리랑카에 약 4천만 달러를, 그리고 네팔에 약 1천 7백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Wells, 2018.8.20).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남아시아에서 해양안보, 인도
적 지원, 재난 대응, 평화유지 역량,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의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체제 현실 속에서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전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는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었다. 냉전 시기 미국의 전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대소련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다. 냉전 초기 미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대소련·중국 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대공산 군사동맹을 형성하고 동맹국들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2년 미·중 데탕트를 계기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하였고, 소련에 대해서는
균형전략을 유지하였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국제질서는
미국의 국력 우위(American Primacy)를 바탕으로 한 단극체제(unipolarity)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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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시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큰 틀에서 관여정책을 구사하였고 인도와 파키스탄
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비군사적 견제에 나섰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을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인도와 안보적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경제적 관여를
증대하는 것은 역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은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과 군사동맹 결성을
통해 소련의 팽창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반면, 세계화가 심화되고
국가들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현재 국제체제에서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을 제한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중 경쟁 시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아시아 전략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정치의 균형
전략(balancing strategy)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거 미국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핵심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을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 변화
1. 이론적 논의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 변화는 강대국 간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인 세력
균형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국가 간 관계를 이해하는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인 (신)현실
주의는 국제체제를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권위적 실체가 없는 무정부상태라고 가정하
고 있다(Waltz 1979). 이러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
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arms buildups)하
거나 힘 있는 다른 국가의 도움(alliance formation)에 의존한다. 또한, 적의 위협에
대항하기 어려운 약소국은 강대국에 편승(bandwagon)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위에 논
의된 전략을 국제정치학자들은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 전략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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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alt 1987). 다시 말해 국가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국력을 키워 군사력을 증가하는 것을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이라고 하고 다른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것으로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이라고 한다(Wohlforth
2008).
내적·외적 균형은 주로 냉전 시기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팽창
하는 것으로 저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의 맥락에서 추진되었으며, 미국은 군사력 증강에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각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군사동맹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탈냉전과 함께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경제적으로 국가 간에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오직 군사적 옵션을 이용하여
잠재적 위협을 견제하는 전략의 효용성이 점차 감소하였다. 더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
사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핵보유 국가와 함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전통적 개념의 균형전략이 아닌 비군사적 옵션
또는 제한적 군사적 옵션을 취하는 전략이 고려되었다. 이에 국제정치학자들은 냉전
시기에 미국이 주로 구사했던 균형전략을 경성균형(hard balancing)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탈냉전 이후 널리 활용되어온 비군사적 전략을 연성균형(soft balancing)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예를 들어, 폴(T. V. Paul)은 균형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2018, 22). 첫째, 경성균형은 위협하는 강대국을 맞서거나 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
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둘째, 제한
적 경성균형(limited hard balancing)은 적국의 위협과 힘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보다 한 단계 낮은 공동 군사적 행동(coordinated military activity)과
제한적 비대칭 군사력 증강(limited, asymmetrical arms buildups)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성균형은 제한된 경성균형과 마찬가지로 적국의 위협과 힘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제한된 제도적 제휴(limited institutional alignments)나 비공식적
협조(informal ententes)를 이용한다.
헤(K. He)와 펭(H. Feng)과 같은 학자들은 균형전략을 군사적/비군사적 경성균형
(military/non-military hard balancing)과 군사적/비군사적 연성균형(military/
non-military balancing)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경성균형은 군비경쟁(arms
races), 군사력 동원(military mobilization), 군사동맹 체결(military alliance
formation)과 같은 군사적 경성균형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 기술 이전(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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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ansfer to allies)과 전략적 경제원조(strategic economic aid to allies)
등의 비군사적 경성균형으로 구성된다. 반면, 연성 균형은 적의 적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arms sales to the enemy of the enemy)와 군비 통제 노력(arms control
efforts targeting the enemy)을 포함하는 군사적 연성균형과,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와 금수조치(embargo), 전략적 비협력(strategic noncooperation)
등의 비군사적 연성균형으로 구성된다. 헤와 펭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 간 힘의 차이
정도(power disparity)와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e)을 고려하여 연성
또는 경성균형이 생산하는 비용(cost)과 효율성(effectiveness)에 따라 균형전략을
선택한다(He and Feng 2008). 양국 간 경제 의존도와 국력 불균형이 모두 높을
때, 경성균형의 비용은 높아진다. 강대국이 실질적 힘의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굳이
약소국에 대해 경성균형을 채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력 불균형 정도는 높으나
경제 의존도가 낮을 경우, 경성균형의 효용성은 여전히 낮으며 경성균형의 비용 또한
낮다. 이 경우 연성균형이 경성균형에 비해 전략적 선택의 우위에 있다. 국력 불균형은
낮지만 경제 의존성이 높으면 전략적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낮은 국력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와 국력이 더 강한 국가 모두 군사력 강화 및 동맹 형성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경성균형이 효율성이 높다. 반면 높은 경제 의존도는 경성균형
채택으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국가들은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해 연성균
형 또는 경성균형 혹은 양 전략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도자의 인식,
국내 정치 체제, 국내 제도 등이 전략적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마지막
으로 국력 불균형과 경제적 의존이 모두 낮은 경우, 경성균형 비용이 낮고 그 효율성은
높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국제적 상황이 된다. 헤와 펭은 냉전 기간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 군사 분쟁은 없었지만, 대리전쟁(proxy wars)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소련에 대해 경성균형 전략을 구사하
였고 중국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관여정책을 추진하였다. 탈냉전 시기에도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이끌어내는 등 대중국 관여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중국에 대해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을 병행하였다. 특히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제휴를 통한 협력 강화하는 군사적,
비군사적 경성균형 연합을 형성하였으며 인도와는 대중국 연성균형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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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전 시기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
냉전 시기 남아시아에 대해 미국은 주로 대소련 견제를 위한 파키스탄과 군사적
경성균형연합을 형성하였다. 인도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연성균형을 사용하였다(Paul
2018; He and Feng 2008).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은 오직 대소련
봉쇄와 공산주의 팽창 저지라는 사활적 국가이익의 맥락에서만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냉전 기간 미국은 남아시아에 관여와 비관여
정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한
중동 지역, 미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남미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 막대한 교역 잠재
력이 가지고 있던 동아시아와는 달리 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역시 미미했
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예컨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남아시아의 전체 인구 대비 평균적으로 극심
한 빈곤 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이 1981년에 55.6%, 1984년에 52.8% 1987년에
50.1%였으며, 인도의 경우 평균 빈곤율이 1977년에 61.6%였고 파키스탄의 경우
1987년에 62.2%였다(World Bank, 2018). 1950년~1989년까지 한국과 미국 사이
에 평균 67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반면, 미국과 남아시아 국가들 간 교역
규모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는 평균 18억 달러, 미국과
파키스탄 간 교역 규모는 평균 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Barbieri and Keshk, 2009).1)
또한 남아시아는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안보적으로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에, 미국의 외교정책결정자들은 이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 목표와 연관이 있었다. 냉전 초기에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남아시아 지역 안보 정세에 어느 정도 개입하였다. 당시 남아시아라는 지역
내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인도가 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데 있어 지도력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1) 통계수치는 Barbieri and Keshk(2009)가 만든 Correlates of War Project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28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3호

(Leadbeater, 2015). 그 이유는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동맹외교의 원칙’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반면 파키스탄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의 종교적 친화력,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만과의 공존,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종주국들과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인도의 영향력에 대응하여
균형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점에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후 미국
은 파키스탄과 대소련 경성균형연합을 형성하였다. 미국과 파키스탄 간 체결된 군사동
맹과 미국의 대파키스탄 군사원조는 인도를 고립시켰다. 또한 미국은 1954년 9월에
소련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
함께 유럽의 나토와 유사한 반공다자동맹체인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를 결성하고, 파키스탄도 여기에 가입시켰다. 파키스
탄은 중동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1955년에 이란, 이라크, 터키, 영국과
함께 중동조약기구(Middle East Treaty Organization, METO, 일명 ‘바그다드 조약
(Baghdad Pact)’)를 결성하였고, 미국은 이 기구 설립에 밀접하게 관여하였다.
냉전 초기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은 중·소 분쟁, 석유수출기구(OPEC) 출범에 따른
석유 외교의 등장과 베트남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관여의 일환으로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진행된 인도-파키
스탄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중립은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중 소련과 인도가 ‘평화, 우호, 협력 조약’(1971)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기에 미국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으로 중국과 전략적 화해를 할 수 있었다.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비관여 정책 기조는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
로써 변화를 맞이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산주의자를 저지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3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단되
었던 군사·경제 원조를 재개하였다.2) 당시 미국은 파키스탄을 아프가니스탄 반군 무자
헤딘(Mujahidin)을 지원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전 시기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장기적 전략 측면보다 당면 문제에 대응하는 단기적 차원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남아시아 지역이 자원, 무역, 투자 등의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2) 지미 카터(Jimmy Carter) 행정부는 1970년대 말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추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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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3. 탈냉전시기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
냉전 종식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1989년의 아프간 전쟁 종식
과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미국의 지역 및 양자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하에 냉전시기 추진되었
던 경성균형은 가용 전략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남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해야 했다. 먼저, 냉전 종식으로 인해 소련은 더 이상 미국이
남아시아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에 대한 연성균형 전략을 구사하였다. 대신에 미국은 지역적 정세에 근거
해 인도아대륙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미국은 핵의 비확산, 경제 자유화, 민주적
가치 등 남아시아 지역 내부 상황에 중점을 두어 미국의 국가이익을 설정하였다. 무엇
보다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결정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인도는 1998년에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1998년부터 2001년까
지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 되었고, 파키스탄 또한 핵무기 개발로 인해 같은 시기
미국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되었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당시 남아시아에서 대량
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인 1990년에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군사원조 지원을 박탈하는 프레슬러 수정안(the
Pressler Amendment)을 통과시켰다. 미국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은
물론 판매될 예정이었던 71대의 F-16 전투기를 포함한 주요 군사무기의 제공을 중단
하였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8년 5월 11일 인도는 중국의 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 실험을 감행하였고 파키스탄 역시 그 해 5월 28일에 다섯 개의 핵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5월 30일에 추가 핵 실험을 실시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제재를 확대하는 글렌 수정안(the
Glenn Amendment)을 발동하였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에 가한 제재는 이들 국가
의 핵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1998년 7월 15일 미국 의회는 이 두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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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 완화 조치인 브라운백 수정안(Brownback Amendment)으로 알려진 인도파키스탄 구제법(India-Pakistan Relief Act)을 통과시켰다(Hathaway, 2000.1.1).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그
이유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 인도가 대외정책의 기초였던 소련에 더 이상 전략적 가치
를 두지 않은 반면, 미국에게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인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가치 공유 측면에서도 파키스탄보다 더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인도는 경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
였고 미국은 인도를 미국의 재화, 자본 및 기술에 대한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여겼지만 그와 동시
에 인도를 중국에 견제할 균형자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근거로 미국
외교정책결정자들은 파키스탄보다 인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인도가 세계 거대 시장으로 부상할
정도의 잠재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도와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98년 클린턴 행정
부가 인도와 파키스탄에 가했던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인도 관여전략을
구사하였다.
<표 1> 미국의 대인도·파키스탄 경제 제재
시기

대상국가

제재 목적

1965-67

인도

농업 우호 정책 변화

1971

인도, 파키스탄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에서의 분쟁 중단

1978-82

인도

핵 안전규제 준수

1979-2001

파키스탄

핵 안전규제 준수 및 핵무기 개발 중단

1998-2001

인도

핵실험에 대한 응징, 핵 프로그램 제한

1999-2001

파키스탄

민주주의 복구

출처: Gary Clyde Hufbauer, Jeffery J. Schott, Kimberly Ann Elliot, and Barbara Oegg,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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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을
크게 변화시켰다. 미국의 외교정책결정자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
었고 남아시아 지역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재인식하였다. 테러와 전쟁
을 수행함에 있어 파키스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게 중요했다. 첫째,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동시에 탈레반 정부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
다. 둘째, 미국의 시각에서 파키스탄 자체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와의 연관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안보 위협 요소를 결합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
탄을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1999년 이래 지속하던 경제제재마저 해제하
였다. 예를 들어,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은 브라운백 II(Brownback
II) 법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으로 파키스탄에 부과했던 글렌, 시밍턴, 프레슬러(Glenn,
Symington, Pressler) 제재를 해제하였으며 테러와의 전쟁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파키
스탄에 1억 달러 규모의 차관으로 진 빚을 탕감해 주었다. 또한 미국 의회는 부시 행정부
가 2003년 9월 30일부터는 파키스탄에 부과하던 일명 ‘민주주의 제재(democratic
sanctions)’도 매년 해제토록 승인하였다(PBS Frontline, 2006.10.3). 2004년 3월,
크리티나 로카(Chritina Rocca) 미 국무부 남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미국의 목표가 테러와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테러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파키스탄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인도 관계를 상대
적으로 약화시켰다. 하지만, 파키스탄으로 인한 미-인 간의 불편한 관계가 양국 간 안보
협력, 무역 및 상업적 이익과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장기적 협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노력(NSSP,
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 NSSP)을 체결하고 민간 핵에너지, 민간 우주
프로그램, 미사일 방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는 미국은
인도와 민간 핵 협력 협정(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3)

3) 미·인 민간 핵 협정(US-India Civil Nuclear Agreement)은 핵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평화
원자력 협력 법안(US-India Peaceful Atomic Cooperation Act), 일명 하이드 법안(Hyde
Act)의 가결과 함께 123협정(123 Agreement)을 포함했다(이대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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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9/11 이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남아시아 전략 내용 비교
년도

행정부

주요 내용

∙ 남아시아 내 연계성과 무역 강화를 위한 번영과 경제적 연결성 촉진
∙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인도양에서 인도의 리더십 지지
∙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선도국 및 전략·군사 파트너로서 인도 환영
∙ 파키스탄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대테러 노력
2017 트럼프 강화하도록 압력 행사
∙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테러 목표를 위해 미국에 협조하고자 표명하면 무역과 투자를
실행
∙ 파키스탄이 자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독려
∙ 인도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지속
∙ 안보,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가치와 이익 공유
∙ 주요 지역 제도에 대한 참여 확대와 안보의 지역 제공자로서 인도의 역할 지지
2015 오바마
∙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전략적 접점 인식
∙ 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역경제통합의 촉진, 전략적 안정, 테러와 전쟁을 위해 인도․
파키스탄과 공조 유지
∙ 미국과 인도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형성
∙ 인도가 G-20 등 다자기구를 통해서 글로벌 의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존중
2010 오바마
∙ 남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인도와 협력
∙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지역적 위협과 세계적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공조
2006

2002

부시

∙ 민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가치 공유
∙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로서 미국과의 협력하면서 글로벌 책무를 이행

부시

∙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인도-파키스탄 간 대결 완화를 위해 양자 관계에 조기
투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은 인도와 양자관계 변화 추구
∙ 인도양에서 상업의 자유로운 왕래 등 인도와 공동 가치 공유
∙과거 인도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및 경제 자유화 속도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나,
강한 파트너십 관계 발전을 통해 극복하고 역동적 미래 창출
∙ 파키스탄과 관계는 테러와 전쟁에 대한 협력과 파키스탄의 개방되고 관대한 사회 건설
노력에 의해 강화

출처: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s 2002, 2006, 2010, 2015,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Archive), http://nssarchi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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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 to Asia)을 추진하였다. 이 전략의 주요 목적은 번영하고 평화로운 아시아의
부상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것이 미국 경제와 관련한 국익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남아시아를 포함한 재조정 범위의 확대는 불가피하였으며 미국은 재균형
을 남아시아까지 확장하였다. 재균형 전략에서 남아시아의 중요성은 동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남아시아가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항하는 균형
을 제공하고 아시아의 부상에 추가적 탄력과 촉진제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략
적 재조정을 남아시아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미국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은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외교 정책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데 있어 전임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군사력 증강에 대한
헤징(hedging)과 함께 인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
마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Ⅲ.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표 2>는 9/11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타난 남아시아 전략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다. 오바마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테러와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관여정책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대테러 작전에 있어서 파키스탄의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등 파키스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반면 인도와의 관계는 부시
정부 이후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미국은 인도를 더 이상 지역 국가가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접근 방식은 과거 행정부의 경험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다.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134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3호

하에서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도 남아시아에서 세 가지 장기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설정하여 알 카에다뿐만
아니라 탈레반에 대한 군사 행동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이 지역에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자, 미국의 전술적 및 정치
적 목적에 부합하는 파키스탄 안보기구와의 협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다. 셋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미국의 지역 안보 구상에 인도를 포함시
키는 것이다.

1. 대파키스탄 정책 변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있어 파키스
탄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미국은 파키스탄의 기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시각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은신처 제공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연합뉴스, 2017.8.22).4)
“파키스탄은 종종 테러범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대한 접근법
을 바꾸겠다. 더는 파키스탄 내 탈레반 등 테러조직 은신처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제 문명과 질서, 평화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때다. 테러범을 계속 은닉하
면 잃을 것도 많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왔는데도 미국이 싸우는
테러범들을 숨겨줬다면 이는 즉시 바뀌어야 한다. 미군과 미 공무원을 공격하는 테러
범을 숨겨주는 나라와는 어떤 동반자 관계도 있을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2018년 신년 첫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 왔던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선언하였다(연합뉴스, 2018.1.2). 트럼프 대통령은 “15년 동안 미국은 어리석게도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했다고” 언급하며 파키스탄이 원조에 상응하
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중앙

4)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불성실한 반테러 노력을 비난하자 임란 칸(Imran Khan) 파키
스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단정에 대해 비판하였다(한국경제,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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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2018.1.2).

2. 인도와 협력 강화
미국은 인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여 전략을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대중국 연성균형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로써는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 관계 및 높은 경제 상호의존성,
인도의 전통적 비동맹 원칙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인도와 대중국 경성균형연합를
추구하기 보다는 연성균형연합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가 남아시아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양자 협력과 대중국 연성균형연합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가치를 공유한다. 둘째, 미국은 인도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에 인도에게 제재 면제 혜택 등을 주는 보상정책을 펼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인도와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의 국방 협력을 맺음으로써
양국 군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전략적 가치 공유
인도-태평양은 아시아 안보 질서 변화를 나타내는 전략적 공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전략 문서인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2017)와 미국 국방전략(2018)
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기존의 ‘태평양 사령부(Pacific
Command, PACOM)’를 창설 71년 만에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ific Command,
INDOPACOM)’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볼 때 인도-태평양이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임을 보여준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략적 투자와 경제 협력을 발표함으로써 ‘자유
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표현을 확대하였다. 인도와 일본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적 국가들이다. 특히 미국이 남아시아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인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세계 어느
곳에서는 국가 주권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된 원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Geddie and Aradhana Aravi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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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1월 9일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문을 통해 미국
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 가지 축으로 ▲번영(prosperity)-기업이 주도하는 자유롭
고, 정당하고 상호주의적 무역 거래, ▲안보(security)-번영의 근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transparent and responsive goverment), 법의 지배(rule of law), 개인
의 권리 보호(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Pence,
2018.11.9).
모디 인도 총리는 2018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의 기조연설
에서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인도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자 및 다자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평화, 존중,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대화를
통한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Hindustan Times, 2018.6.4). 또한 2018년 11월에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에서 모디 인도 총리는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역내 발전과 안전보장에 협력을 강화해 나기기로 약속하였다
(Garekar, 2018.11.15).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인도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기본적 가치나 전략적 이익의 공유 물론 인도-태평양에서 해양 안보,
해적 방지, 테러 방지,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합동 대응, 국제 위협을
비롯해 상호 이해의 접점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은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goue, Quad)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
중국 연성균형연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인도와 2001년 전략적 파트너십
(Strategic Partnership)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1년 글로벌 차원에서 보다 포괄
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Global Strategic Partnership)으
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미·인 협력 관계의 발전은 인도-태평양에서 소위 4개국(미국,
일본, 인도, 호주)과 함께 결성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부활시켜 전략적 협력을 이끌
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쿼드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으며 2017
년 베트남 다낭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국장급 외교 관계자들이 최초
비공개 회의 가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배긍찬, 2018.12.31). 미국은 일본, 호주
와 함께 4자 협의체 수준을 실무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치고
있으나 인도는 명백히 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Smith, 2019.1.15). 인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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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쿼드는 인도가 형성하고 있는 많은 (소)다자 협력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쿼드를 군사동맹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비동맹 외교
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조원득, 2018.12.31). 하지만, 현재 쿼드가 외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 (like-minded states) 간의 비군사적인 협력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역내 질서 변화 추이에 따라서는 대중국 경성균형연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인도의 역할과 의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미국의 인도에 대한 제재 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8월 6일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의거, 일부 해제하였던 제재를 재개하였다(Jackson, 2018.8.6). 또한 미국 정부는
2017년에 제정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을 제3국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에 미국 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러시아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
일을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인민군 군사 장비 담당 간부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Borger, 2018.9.20).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란으로
부터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하여 인도를 제재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이란산 원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향후 제재를 고려하여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8년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17년부터 러시아 방산기업과 이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인도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구매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도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하면서 기존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고 있는 반면 미국제 무기 수입을 5배나
늘렸다.
미국 정부는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인도양에서 인도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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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인도의 차바하르 항 개발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지원과 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내륙에 갇혀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공급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Chaudhury,
2018.11.8). 인도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에서 약 70km 떨어진 차바하르 항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과 무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역시
항구 개발이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번영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제재 예외는
미국과 인도 양국의 전략적 수렴(strategic convergence)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3) 인도와의 국방 협력
미국은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보, 항만 임대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공세적
외교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이 덜 자유롭고 덜 개방적이며 덜 번영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건설이라는 가치를 인도와 공유하
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인도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안보 구도의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를 인도양과 남아시아에서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02년이래로 미국은 인도와 중요한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꾸준히 체결해 왔다. 먼저 미국과 인도는 2002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일반 보안 협약에 서명했다. 이것은 인도 정부 및 국방부 공공 부문 사업체
(Defense Public Sector Undertakings)와 미국 정부 및 기업의 기밀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2016년 8월에 미국과 인도는 양국군이 상호 공급 및 수리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군수양해각서(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LEMOA)에 서명했다. 또한 미국은 2016년에 인도를 ‘주요 방위 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로 인정하였다. 이는 인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및 파트너
들과 동등하게 첨단 기술과 민감한 기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2018년
9월 6일 미국과 인도 국방·외교장관 2+2 회담에서 10년간 유효한 ‘통신 호환성 및
보완 협정(Communication Compatibility and Security Arrangement,
COMCAS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미군과 외국군 간 상호 운용성 향상과 첨단
기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과 체결하는 협정 중 하나이다(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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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이 협정은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의 전송을 쉽게 하여 미·인 양국 간 군사
무기 이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이다. 이로 인해 인도의 미국 첨단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기존의 미국산 플랫폼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8년 11월에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방산기업들이 인도 내 제조업 기지를 설립하기를
촉구했으며 미국이 인도와의 국방 분야 협력을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인지하기를 희망한
다고 밝혔다(Chaudhury, 2018.11.8).
<표 3> 미국-인도 국방안보 협정
시기

분야

내용

2002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인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을 통해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016

LEMOA
(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 군수교류양해각서는 미-인 양국의 지상 및 공군 시설,
항구에서 군대가 물자 공급, 정비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함.

Major Defense Partner

∙ 인도의 주요방위파트너 지위는 미국과의 방위교역과
기술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미국이 동맹국에
판매하는 첨단 군사 무기를 인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줌.

2016

∙ 인도의 전략적무역허가 1단계 지위 획득은 아시아 국가
STA-1 status
중 일본, 한국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 세계 37번째임.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 1) ∙ 미국이 상대국가에 이러한 지위를 부여하여 상대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함.
2018
COMCASA
∙통신 호환성 및 보안협정은 미·인 양국이 군사 정보 등을
(Communication Comparability
포함해 인공 위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를 공유할 수
and Security Arrangement)
있게 함.
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군사지리정보 공유협정은 지도나 인공위성 사진 등 양국
미정
Agreement for Geo-spatial
간 군사지리 정보 공유 가능하게 함.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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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내용,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차지하
는 전략적 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와 최초 국방·외교장관 2+2
회담을 통하여 ‘통신 호환성 및 보안 협정’(COMCASA) 체결 등 양국 군사협력 수준을
동맹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한다. 따라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은 냉전
시기 대소련 경성균형연합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과 상이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냉전 시기의 파키스탄은 경제적으로 낙후하여 미국에 잠재적 시장으로써
큰 의미가 없었으나, 현재 인도는 약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시장 역시 연평균 약 27% 증가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둘째,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민주적 체제였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었지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like-minded state)’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시대에는 미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 군사·안보
적으로 인도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이 일련의 군사협정 체결을
발판 삼아 인도에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지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은 다소 감소했
으나 미국산 무기 수입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미·인 간 군사 상호운용성의
향상 측면에서 첨단 해상 드론(advanced Sea Guardian drones) 구매 등과 같은
미국산 첨단 무기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바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인도에 거의
15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수출을 했으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조한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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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도의 무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7)

반면, 미국이 파키스탄의 테러집단에 대한 은신처 제공,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파키스탄의 낮은 기여도와 미미한 역할의 이유로 군사원조 중단 등 파키스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미국-파키스탄 관계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행하고 있는 공세적 외교와 군사적 팽창을 인도양이나 남아시
아에서 재현한다면 인도가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포용적 외교(inclusive
diplomacy)는 도전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인도와 군사분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 협력 강화를 이어가는 경우 인도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2017년 여론조사에서 인도 대중들은 중국 자체를 우호적으로 바라
보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Pew Research Center, 2017.11.15). 특히 인도는 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대일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중국-파키스
탄 경제회랑에 우려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인도-파키스탄 분쟁지역을
지나가는 인프라 건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이것이 인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동안 인도와 대중국, 대파키스
탄 연성균형연합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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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인도-태평양에
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양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인도와의 협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인도가
국방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추이를 주시하여 역내
국제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환인도양 지역에 대한
경제·외교적 개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한국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벵갈만 기술경제협력체
(The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등과 같은 역내 다자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5)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의 역할이 핵심적이고 2018년 최초 미-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개최, 양국 간 국방안보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볼 때, 미국은 향후 인도와 국방협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도양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해상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like-minded
states)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기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와 미국의 국방안보협력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의 방산 수입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인도의 방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한-인도 방산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한국은 2018년 11월 2일에 환인도양연합의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하였다(조원득,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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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Competi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South Asia Strategy:
Focusing on India and Pakistan
Wondeuk Cho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strategy’ as a new Asian strategy, emphasizing India’s role in the US strategic
initiative. More than anything, India’s strategic importance is growing in recent
years as US-China relations have intensified to the level of trade wars and China
is expanding its military and diplomatic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key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outh Asia strategy, centered on India and Pakistan. Then, the US South Asian
strategy will be evaluated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repeatedly pursued a policy of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in South Asia in terms of the hard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Soviet Union. In particular, India’s non-alignment principles have
made Pakistan a security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in South Asia,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ar on terrorism since the 9.11 terrorists’ attack.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US policymakers have negatively evaluated Pakistan’s role in the war on terrorism, while pursu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India at the global level through the soft balancing coalition to counter
China’s rise. Above all, the United States and India are promoting joint cooperation in a strategic space called the Indo-Pacific and US-India cooperation is likely
to be strengthened in military and security aspects.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watch the US strategic moves in the Indian
Ocean and South Asia to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s
in the region.
Keywords: Indo-Pacific, Quad, Sanction Exemption, Soft Balancing Coalition, South

Asia, Trump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