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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일반유권자들의 선

거인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435명 하원의원 전원과 35명의 상원의원선

거도 실시되었다.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1900년 

대선 이후로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이 총

동원되어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선거 결과,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월 23일 현재 300명 이상의 선거

인단을 확보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번 미국 대선의 진행과정과 투표결과, 그리고 향후 정치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 등장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당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진한 대응 탓

에 대통령 선거는 물론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되었다. 그러

나 투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보다 더 많은 득표를 올렸고,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10석 가까이 늘렸을 뿐 아니라 상원 다수당의 위치도 유지할 가

능성이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트럼프는 패배했지만, 공화당 내 트럼프의 막강

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의 비타협적

인 태도로 인해 주요 인선부터 정책추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beat COVID-19), 경제 회복

(Economic Recovery), 인종 간 차별‧혐오를 완화하는 인종 평등(Racial 

Equality) 정책,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응 정책을 4대 국정 우선과제로 

밝혔으며, 임기 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

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



라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며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강경기조는 유지하되 필요에 따른 협

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통상 분야에

서 대중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종전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국제 통상규범

을 준수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사슬 구축에 힘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

을 통한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며 다자주의적인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 공동으로 평화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에너지 전환 등 환경친화적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과 영국, 일본은 관계개선과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은 공식

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향후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핵협정

(JCPOA) 탈퇴와 제재·공습 등으로 관계가 크게 악화된 이란의 경우 외면적으

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으나,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대선결과의 향우 영향을 고려하여 외교·안보 정책 뿐 아

니라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방면의 대응방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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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 미국 대선 결과

Ⅰ. 2020 미국 대선 결과

1. 2020 미국 대선 일정과 선거 결과

가. 대선 일정

□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정당별로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과 대통령

후보자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대통령에 대

해서 선거하도록 하는 간접선거방식을 취함1) 

○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당해 주의 연방상원 의원수와 연방하원 의원수를 합

친 수이며, 총선거인단수는 워싱턴 D.C.의 3명을 합친 수임(총 선거인단 수: 

538명)

□ 간접선거라고는 하나 각 주에서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선거인단의 실제 투

표가 없어도 각 후보자가 주별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나오게 되므로 결

과를 알 수 있게 됨 

○ 48개주는 당해 주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지지한 후보에게 선거인단표를 몰

아주도록 되어 있고, 2개주(매인주, 네브라스카주)는 각각 카운티별로 선거

인단을 확보하게 됨 

○ 총선거인단 수가 538명이므로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는 

것임 

□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의 상세사항은 뒤에 [부록] 참조. 



2 ❘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일 자 내 용 비고

2019.6.18 공화당 현직 트럼프 대통령 재선 운동 시작

2019.6.26. 민주당 20명 후보자 토론회 개시 

2020.2. 각 주별로 예비선거 시작  

2020.8.17~20 민주당 전당대회(위스콘신주 밀워키) 

2020.8.24.~27 공화당 전당대회(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2020.11.3. 일반 유권자들 선거인단 투표 

2020.12.14.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2021.1.6.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 정식 결정 

2021.1.20. 대통령 취임식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나.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

□ 2020.11.9.(현지시간) 민주당 바이든(Joseph R. Biden. Jr.) 후보가 총선거인

단 538명 중 과반 279명을 확보하여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

며, 11월 23일 현재 306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당선자는 최초의 흑인 여성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임

○ 바이든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해진 후 연설에서 선거로 분열된 미국의 화합

을 강조하고, 인수위원회를 가동함(https://buildbackbetter.com)2)

2) 아직 연방상원에서 정식으로 당선확정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가 306석
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에 따라 미국의 연방총무청(GSA)은 11월 23일(미 현지시간) 
대통령 당선자(President-elect)에게 주어지는 인수위 지원을 개시하기로 함. 

  “READ: GSA letter to Biden stating that transition can formally begin”, CNN
  “READ: GSA letter to Biden stating that transition can formally begin”, CNN, November 23, 2020. 

(최종 검색일: 2020년 11월 24일) <https://edition.cnn.com/2020/11/23/politics/gsa-transition-letter/index.htm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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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0 미국 대선 결과 현황

(2020.11.23. 현지시간 기준)

※ 참고: AP통신(The Associated Press) 발표자료를 토대로 구글(Google)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제공함(최종 검색일: 2020.11.24.), <https://www.google.co.kr/>.

○ 바이든 당선자는 270인 이상 선거인단 확보 확정 당시 집계 일반국민의 

74,561,950표(50.5%)를 획득하여 역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함

□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약력

○ 1942년 출생, 델라웨어 대학교 정치학 전공, 시라큐스대 로스쿨, 변호사

○ 1972년 델라웨어주 미국 최연소(30세) 연방상원의원에 당선

○ 1973~2009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1987~1995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 

○ 2009~2017년  제47대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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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미국 대선 결과 주요 특징

□ 바이든 후보는 역대 미국 대선 당선자 중 최다 득표(바이든 7천 988만표, 

트럼프도 7천 381만표, 11월 23일 기준 잠정집계)하였음  

□ 지난 100년 중 대선참여율이 가장 높아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함

○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미국 대선의 투표율(66.5% 잠정치)은 

지난 100년 간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민주‧공화 양진영 유권자가 총동원된 

양상임

□ 최초의 흑인여성 부통령(Kamala Harris)이 당선되었음 

□ 노년층, 여성, 비백인, 최초투표자가 증가하였음(CNN 출구조사 결과)

□ 미국 내 양극화(Polarization)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선거에서 미국 내 정서적 양극화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점

이 확인되었으며, 바이든 당선자 취임 이후 미국 양극화가 극복되기 어렵다

는 전망이 나옴

○ 미국이 당파적 정체성에 의해 분열된 국가로 양극화가 커지는 것은 비록 오

래 전에 시작됐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대표적인 유산이라는 평가

가 있음3)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기에 양극화가 공공연한 선거 운동과 통치 

3) Carlos Lozada, “We'll still be divided after Trump. But the fault lines will move.”, 

The Washington Post, October 31, 2020. (최종 검색일: 2020.11.16.),

<https://www.newsday.com/opinion/commentary/divided-donald-trump-joe-biden-ameri

ca-2020-presidential-election-polarization-republicans-democrats-1.500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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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변질되었고, 소속 정당이 점차 문화와 종교, 인종, 지역의 분열

을 완전히 아우르고 있음

○ 2020년 미국 대선은 1900년 대선 이후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

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7,381만5천표(2020.11.23.기준)

를 얻고도 낙선하여 역대 최다 득표 탈락자가 되었음

□ 역대 최다 득표(7,988만8천표, 2020.11.23.기준)를 획득한 바이든 미국 대통

령 당선자는 미국의 통합과 치유를 목표로 하지만, 트럼프 세력이 더욱 강

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교착상태(gridlock)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

○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극단적인 '정

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정서적 양극화란 다른 사회 집단이나 정당의 용납하기 힘든 정치적 의견

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임4)

- 미국에서의 정서적 양극화는 1990년대 이후 공화당의 두드러진 우경화

와 특유의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극단화되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상당수가 지지정당의 공약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단순히 반

대세력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고 있음

○ 이전의 양극화는 주로 이슈에 기반한 용어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미

국 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분열이 나타남

-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상대방의 구성원들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4)  손병환(조지메이슨대학교 부교수), 「바이든의 2021년이 위험하다 [시민정치시평] 

바이든 승리의 원인과 의미」, 『프레시안』, 2020년 11월 10일. (최종 검색일: 

2020.11.1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1010172514350?utm_source=naver& 

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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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당 노선에 따라 사회화되고 있다고 비판

함5) 

- 정당간의 이러한 반목 현상은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사회

적 정체성으로서 등장한  당파주의는 당파적 반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적 영역 밖에서도 당파적 영향이 유권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향후 트럼프주의가 강화되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번 선거 

이후에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의 정치·경제·사회적 당선요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경제 악화, 대량실업, 전통적 공화당 지지 세대인 

노인층의 이반

○ 반트럼프 정서: 트럼프 집권 4년은 양극화 확대, 극단적인 사회내 혐오와 갈

등조장을 특징으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높았음  

□ 바이든 당선자의 선거전략상 당선요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비대면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대면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역대 최다 선거비용 6백억달러 지출의 요인)

○ 바이든 캠프의 절제된 선거운동,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적 입장, 풍부한 

선거자금(트럼프보다 1억4천4백만 달러 이상 더 많이 모금) 

□ 직접적 승리 지표로는 러스트벨트(Rust Belt) 핵심 3개 주(미시건, 펜실바니

5) Shanto Iyengar, Yphtach Lelkes, Matthew Levendusky, Neil Malhotra, and Sean J. 

Westwood,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2:129-146 (Volume publication date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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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스콘신) ‘블루월(Blue Wall,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북서부지역)’ 재건

이 있었던 것임  

□ 한편,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패

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해 온 전통이 깨졌다는 평가가 있음  

○ 11월 4일 개표 중 전세가 불리해진 트럼프 캠프는 경합주 등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함.6) 이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주에 대해서는 개표의 흠결문제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는 전략에 의함

○ 트럼프는 바이든이 이긴 모든 주에 대해서 우편투표 등의 선거부정으로 소

제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선거부정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선거부정을 주장한다고 비판함

○ 공화당 측에서 펜실바니아주, 네바다주에 개표과정을 더 잘 감시할 수 있도

록 접근권을 요구하고, 부재자투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함

- 다만 검표진행에 대해서 이미 연합통신 등이 양방향에서 계속 감시한 사

실이 알려져 있음   

○ 2000년 Bush v, Gore(931 U.S. 98) 판결에서는 고어 후보 측의 제소에 의하

여 플로리다 주대법원이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명한 것에 대해서 연방대법

원이 재검표를 중단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이미 바이든 당선자가 상당히 우세하게 선거인단을 확보하였으므로 소송

에 의하여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6) 트럼프측은 펜실바니아, 미시간, 조지아 주정부에 대해서 개표를 일시중단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미시간주의 경우, 개표중단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함. 위스콘신주

에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아리조나주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함. 네바다 주에는 1만명 이상의 비거주자가 투표했다고 소를 제기함. 선거

일 후 3일까지 도착한 부재자투표를 유효표로 계산하는 펜실바니아 주법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에 대하여 위헌으로 다투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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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의 변화 

□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대 국정 우선과

제를 제시하였음7) 

□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beat COVID-19)을 첫 번째 과제로 천명함 

○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인한 공공의 보건문제와 경제위기에 신

속히 대응할 것을 밝힘

○ 가족, 소상공인,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할 것을 밝힘

○ 모든 미국인들이 정기적이고 신뢰할만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힘 

□ 경제 회복(Economic Recovery), 특히 중산층의 강화를 과제로 밝힘 

○ 경제위기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중산층을 튼튼히 

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함 

○ 현대적인 인프라와 쾌적하고 깨끗한 에너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함 

7) 바이든 당선자 대통령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0.11.24.),

<https://buildbackbetter.com/>. 미국 연방총무처(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SA) 

장관이 2020년 11월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President-elect)에 대해 

당선을 확정함에 따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됨. GSA 장관은「미국 대통령직 인수법

(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1963)」및「미국 대통령직 인수절차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에 근거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에 대해 

선거일 다음날부터 취임일 후 60일까지 공식적인 직무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
적 자원을 제공할 권한을 가짐. 보통 선거일 다음날 당선자가 확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함에 따라 GSA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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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평등(Racial Equality)을 확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함 

○ 구조적인 인종차별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강력하게 해소할 정책을 추

진하겠다고 밝힘

○ 형사사법제도와 경찰의 무기사용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함 

○ 폭력을 완화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하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응하는 정책을 천명함 

○ 과거의 에너지, 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켜서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추진하며 기후정책이 미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 될 것으로 보고 경제의 재

건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으며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구를 보호하겠

다고 함 

□ 바이든 신행정부의 국내·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미국 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인

종간 혐오·차별 완화, 중산층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질서에 대해서 트럼프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우방과의 결속강화, 다

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북관계에서는 이벤트성보다는 점진적 해결방식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한미 공동으로 평화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방위비 협상조건 변화 예상, 경제·산업 정책에서 바이

든의 친환경·인권정책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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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정치정세

1. 선거 환경: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코로나19 확산 

□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상대와 언론 및 지식인 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인종차별적 정책과 언사 등으로 인해 집권기간 내내 국정 지지도가 낮았음

□ 그럼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장벽 설치 

및 무역협정 개편 등으로 경제실적이 양호하여 재선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했음 

○ 20세기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사례는 3번뿐이며, 상대당의 2연

임 이후 정권이 넘어오고 나서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1980년 카터 대통령 밖

에 없음. 이번 트럼프 대통령 낙선은 역사상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됨  

□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급격한 경기악화가 일어났고, 5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인종차

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과 선거전문가들이 재

선실패를 예측해 왔음 

○ 취임초기 18조 달러에 못 미치던 실질 GDP가 2019년 말에는 19조 3천억 달

러에 달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도 4.7%에서 3.6%까지 하락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망자만 23만 명에 달하면서 경제지표가 급격

히 악화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

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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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역대 미국 대통령 재임기 경제실적과 국정지지율 추이

(분기별, 1981-2020) 

※ 주: 국정 지지율은 ‘지지한다’(approve)는 응답에서 ‘지지하지 않는다’(disapprove)는 

응답의 비율을 뺀 값임 

※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대응에 대해 확산 초기에는 지지하는 의견

이 높기도 했지만,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반대의견이 점차 높아졌고, 하반

기로 오면서 반대의견이 지지의견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국민여론이 3월에는 60% 수준이었

지만, 하반기로 오면서 80%에 달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이 투

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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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단위: %)

※ 자료: Ipsos/ABC News 

2. 투표 및 개표 결과: 기록적인 투표율과 트럼프의 선전

□ 2020년 미국 선거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간 가장 높

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음

○ 잠정 집계결과 66.5%를 기록했는데, 1억 130만명 이상이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등으로 참여하여 투표열기가 매우 높았으며, 이로 인해 개표

가 지연되고 법적인 논란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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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대선 투표율 추이(19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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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국선거프로젝트(최종 검색일:2020.11.23.),     

        <http://www.electproject.org/national-1789-present>

□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는 ‘러스트벨트’(rust belt)로 불리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에서 1%p 미만의 작은 표차

로 승리하여 총 투표(popular vote)에서 클린턴에 비해 290만 표 가량 적게 

득표하고도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vote)에서 승리한 바 있음 

□ 2020년 선거에서는 이들 경합주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율 우위가 뒤집혔

고, 2016년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2020년 민주당 바이든 후보

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함(2020.11.23.현재)

○ [그림 4]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 2016년에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 위스콘

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리하였음. 이번에는 이들 

경합주에서 플로리다를 제외하면 대부분에서 득표율이 하락하면서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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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음. 2016년에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 73표가 민주

당으로 넘어오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음 

□ 선거 전에 트럼프가 크게 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트럼프는 예상을 

깨고 선전한 것으로 나타남

○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아칸소, 미시시피,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하와이 

등에서는 득표율이 올라갔음 

○ 실제 득표에 있어서는 2016년에 비해 500만 표 이상 늘어나 역사상 최다 득

표한 패자가 되었음 

[그림 5]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변화(주별) 

(단위 %p)

※ 참고: 컬럼비이특별구(D.C.)는 양당 득표차가 너무 크므로 효율적인 시각화를 위해 

제외함(두 선거 모두 87%p차로 민주당 우세) 

※ 자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CNN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results/president 2020/11/16 10:1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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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길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했으나, 개표결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은 유지하지만 10석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2020년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117대 의회에서는 집권 민주당이 하원 다수

파는 유지하지만 종전에 비해 의석이 10석 가까이 줄어들고,8) 상원은 현재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을 확보했으며 내년 1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2

석)의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최종 결정됨

○ 아래 [그림 5]는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 의석에서 야당의 의석을 뺀 값을 보

여주는데, 막대나 표식이 양수이면 단점정부(여대야소)이고, 음수이면 분점

정부(여소야대) 상태임 

○ 1980년대까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의 우위가 지속되어 대부분의 공화당 출

신 대통령은 분점정부를 운영했으며, 이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선거에

서 집권당이 우세를 보였다가 2년 뒤 중간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패턴이 지속되었음 

○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을 모두 확보하지 못

하면 내각 구성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8) 2020년 11월 23일 16시(한국 시각) 현재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 6개 선거구(캘리

포니아 21·25선거구, 아이오와 2선거구, 루이지애나 5선거구, 뉴욕 2·11·22선거구) 

가운데 공화당 우세가 5곳이며, 1곳은 동률임. 이 추세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공화당

은 종전의 199석에서 212~213석으로 하원의석이 늘어남. [그림 5]는 현재 우세를 

반영하여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에 공화당 5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CNN

홈페이지(최종 검색일:2020.11.23.), <https://edition.cnn.com/election/2020/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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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역대 미국 대통령 소속 정당의 상·하원 의석 우위

(집권당 의석수-야당 의석수) 

※ 자료: 미국 상원(최종 검색일:2020.11.15.), <https://history.house.gov/Institution/Party>,

     미국 하원(최종 검색일:2020.11.15.), <https://www.senate.gov/history/partydiv.htm>

□ 트럼프는 집권 기간 인종차별적인 태도와 반이민 정책을 펼침에 따라 흑

인, 히스패닉 등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비백인의 지지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롬니 후보에 비해 2016년 트럼프는 흑인, 히스패닉 등에서 소폭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2020년 선거에서는 지지도가 더 올라감. 특히 고졸 이하 

저학력 비백인에서 지지율 증가가 뚜렷함



❘ 17

Ⅱ. 미국 정치정세

○ 미국정치의 최대균열인 인종갈등이 심화하는 한편 비백인 인구의 증가로 인

해 공화당의 선거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이 많지만, 최근의 추세는 공화당의 

비백인 지지가 확대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표 1] 인종집단별 공화당 후보 지지율 추이 (2012-2020) 

(단위: %)

　 롬니 2012 트럼프 2016 트럼프 2020

백인 59 57 57

흑인 6 8 12

히스패닉 27 28 32

아시아인 26 27 31

고졸이하 백인 61 66 64

고졸이하 비백인 16 20 27

※ 자료: 각 선거 출구조사, 워싱턴포스트지 홈페이지(최종 검색일: 2020.11.16.), 

<www.washingtonpost.com/graphics/politics/2016-election/exit-polls/,

www.washingtonpost.com/elections/interactive/2020/exit-polls/presidential-election-e

xit-polls/>

□ 이번 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며,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강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2016년 공화당 지지층의 88%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반면, 2020년에는 

93%의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를 선택함 

○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35개 선거구에서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

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득표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5%p 이

상 더 득표한 후보는 단 두명에 불과함9)

9) 네브라스카주의 새스(Ben Sasse)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6.2%p 더 득표했고, 

메인주의 콜린스(Susan Collins) 후보는 7.1%p 더 득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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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이후 미국 정치 전망: 정치 양극화의 지속 

□ 선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평가가 투표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권자들은 경제문제와 인종불평등을 

더 우선시하였음

○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35%), 인종 불평등(20%)을 투

표선택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꼽았으며, 코로나19는 17%에 머물렀음 

○ 경제문제를 중시한 유권자 가운데 82%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인종 불평

등을 중시한 유권자는 91%가 바이든을 지지하였음. 코로나19를 중시한 유권

자의 82%가 바이든을 지지함 

○ ‘경제활동을 제한하더라도 코로나19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51%였고,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42%로 팽팽히 맞섰음. 코로나19 통제를 

우선시한 응답자는 80%가 바이든 지지자였고,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한 응답

자는 76%가 트럼프 지지자임 

□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했지만 강한 지지층의 존재가 확인되었

고, 상·하원에도 트럼프를 추종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진출함에 따라, 바이

든 대통령 시대에도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은 유지된다는 전망이 있음

○ 지방 기초단위인 카운티(county) 수준의 득표율 변화를 보면, 2016년 트럼프

가 60% 이상 득표한 카운티에서 2020년에 트럼프는 120만 표를 더 획득하

여 강세지역의 지지가 공고해진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바이든 후보는 2016

년에 클린턴이 60%이상 득표한 강세지역에서 오히려 득표가 감소하였음10) 

10) Ashley Kirk, Pablo Gutiérrez, Alvin Chang and Rashida Kamal, "How Joe Biden won 

the presidency – a visual guide," The Guardian, 9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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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선거 당시 공화당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는 4년 만에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평가됨. 2020년 선거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는 당 차원의 공약집(platform)을 내지 않았고, “공화당은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열렬히 지지한다”는 결의안(resolution)으로 대체했

음11). 이미 2024년 선거의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고 있음 

□ 미국 국민 사이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왔고, 트럼프 시대

에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당 간 협력적

인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으나,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이번 선거에서 양당 지지자간 인식격차와 쟁점에 대한 태도는 매우 확연하

게 갈리고 있어 유권자 내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

○ [그림 6]을 보면 지지정당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의 차이가 

1980년대 이후 점차 커졌으며, 트럼프 시대에는 양 정당의 지지자간 입장차

가 매우 크고 일관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11) 공화당 전국위원회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최종 검색일: 2020.11.16.),

<https://prod-cdn-static.gop.com/docs/Resolution_Platform_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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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역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지지정당별, 1953-2020)

      (단위: %)

※참고: 빨간 색은 공화당 지지층, 파란 색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뜻하며, 숫자는 

재임기간 평균치임

※자료: 1953-1993 갤럽, 1993-2020 퓨리서치센터

□ 협력정치의 상징으로 알려진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 의회정치의 협

력적 전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트럼프가 건재하고 그의 

추종세력이 의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2021년에 시작되는 제117대 

미국 의회도 극단적인 대립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그림 7]은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상원의 내각 인준 표결결과를 보여주는데, 

과거에는 반대표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W. 부시, 오바마, 트럼

프 행정부로 올수록 반대표가 급증하고 있음

○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구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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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 상원의 내각 인준절차상 반대표

※ 자료: 미국 상원(최종 검색일: 2020.11.15.),

        <https://www.senate.gov/reference/Nominations_and_Treaties.htm>

□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확보하면 

민주당은 상·하원을 석권하게 되지만, 공화당의 의사방해로 원활한 입법이 

어려울 수 있음 

○ 과거 미국 의회에서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filibuster)은 매우 예

외적인 경우에만 실시되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일반적인 법안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

○ 무제한 토론은 토론종결(cloture) 표결로 끝낼 수 있는데, 토론종결 안건 횟수

를 보면 1960년대까지 한 해 1건 정도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만 500

건 이상임 

○ 상원에서 토론종결을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하므로, 공화당은 소수당이 되더

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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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 상원 무제한 토론에 대한 토론 종결(cloture) 안건 수

※ 자료: 미국 상원(최종 검색일: 2020.11.15.), 

        <https://www.senate.gov/legislative/cloture/clotureCounts.htm>

4. 바이든 행정부 구성 전망 

□ 상원의 비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이든 1기 내각은 중도적인 인사들로 채

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정권 인수팀은 바이든 부통령 당시 델라웨어 상원의원을 물려받은 카우프먼

(Ted Kaufman)이 이끌고 있으며, 캠프 선임고문 던(Anita Dunn), 루이지애나 

하원의원 리치몬드(Cedric Richmond), 오바마 행정부 당시 예산조정관이었

던 자이언츠(Jeff Zients) 등이 참여하고 있음12) 

12) James Politi, “Biden and transition team ready to move on cabinet picks,” Financial 

Times, Nov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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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당선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진보성향 경쟁자들의 정책기조를 많이 

수용하여 과거 민주당 후보들에 비교하여 매우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음. 

그럼에도 금융 및 IT업계로부터 많은 자금지원을 받았고 상원의 비토가능성

을 고려하여 중도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바이든은 백인 남성 일색이었던 트럼프 내각과 달리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인사 기조를 밝힌 바 있음13) 

○ 외교·안보라인부터 인선하였는데, 국무장관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부

장관을 지낸 블링컨(Anthony Blinken),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바이든 부통령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설리번(Jake Sullivan)을 내정했으며, 유엔대사로 

오바마 정부 국무부 차관보였던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를 지명함

○ 미국 역사상 백인 남성만 기용되었던 재무부 장관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을 지낸 옐런(Janet Yellen)을 지명하였고, 국방부 장관도 최초로 여성인 전 

국방부 차관 플러노이(Michele Flournoy)가 유력 검토되고 있음 

○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초로 쿠바계 미국인인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를 

지명했고, 국가정보국장도 최초로 여성인 헤인즈(Avril Haines)를 지명함 

○ 경선 상대 가운데 성소수자인 부티지지(Pete Buttigieg)의 입각이 유력시되고, 

샌더스(Bernie Sanders)는 노동부 장관 가능성이 점쳐지나 현직 상원의원이

라 입각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제약요인임 

13) Washington Post, “Who Joe Biden is picking to fill his White House and Cabinet,” 

(최종 검색일: 2020. 11. 24. 10:00 현재), 

<www.washingtonpost.com/graphics/politics/biden-cabinet/?itid=sn_election%202020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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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기조

□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리더십의 회복(Renew American Leadership)’을 기

조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복원하고자 

함14)

○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미

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비판

하였음

○ 이에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해 기존 동맹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

하였음

-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미국의 역할 복원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for Climate Change)과 세계보

건기구(WHO) 등 다수 국제기구 및 협정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음 

14)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최종 검색일: 2020.11.5.),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

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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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정책 전망

 

가. 동맹정책 전망

□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에 따르면, 민주당은 동맹국들을 대

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으로 인식하면서 “우리의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

맹국들 간의 긴장을 조장하기보다”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음15)

○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상호방위 규정(Article 5)에 대한 미국의 신

뢰를 저버리고, 협의 없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의 핵 위기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동맹국을 갈취하려(extort)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

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구상할 

것(Restore and Reimagine Partnerships)임을 밝힘

○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자는 NATO,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

계에 산재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및 연대 강화와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대중국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

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15)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최종 검색일: 2020.11.5.),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

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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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적 동맹관을 바탕으로 기존 동맹을 복원·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유지·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현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한미연합훈련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들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바이든 당선자의 민주주의 가치 공유 동맹 기반의 다자주의 강조 기조

는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대 중국 대응에 있어서 동맹간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다수 외교 사안에서 양국 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동맹 공조의 관점에서 한일 간 갈등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음

- 과거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로 인해 야기된 한

일 갈등을 중재했던 사례와 같이 한미일 협력 및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결속 차원에서 한일갈등 해소를 추진할 수도 있음

 나. 대중국 정책 전망

□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

하면서도 필요에 따른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민주당 정강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되고 있음16)

16)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최종 검색일: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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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대 중국 접근 정책은 국가적 이익과 동맹의 이익에 따라 설정

된다는 것임. 즉 대중국 정책은 미국의 힘의 원천인 사회적 개방·경제적 

역동성·(우리의) 가치를 반영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

맹국들의 힘을 바탕으로 수립된다는 것임 

- 민주당 정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국 인식 및 정책은 중국의 불법행위 

불인정, 노동자 우선의 무역정책 추진, 동맹국과의 연대 통한 중국 압박, 

중국 내 인권·노동·환경 강조, ‘하나의 중국 원칙’지지 문구 삭제, ‘중국 

공산당’ 문구를 통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특징으로 함

○ 한편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인식은 그의 발언 사례에서도 유추가 가능함

- 지난 2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thug)’로 지칭한 바 있음

- 또한 신강위구르족 정책과 관련하여 ‘집단학살(genocide)’로 표현한 바 

있음

- 지난 3월 우한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음 

□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됨

○ 첫째,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안관계, 남중국해 분쟁, 홍콩 인권 및 소수민족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반 중국 연대를 공식화하고 있음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

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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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당선자는 효과적인 대중 견제는 동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탈취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다자주의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할 가

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다자

통상체제를 통해 대중국 억제 전략이 시도되고, 다자 안보협의체를 강화

하여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넷째, 중국과 경쟁과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사안에 따른 협력도 병행

할 것으로 전망됨17)

- 중국과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기후 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 안

보 등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17) Kurt Campbell and 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How America 

Can Both Challenge and Coexist With China”,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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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이든 vs. 트럼프 대외정책 전망 비교

구

분
바이든 트럼프

동

맹

정

책

 전통적 동맹 강화정책

  - 기존 동맹 복원과 강화

  - 민주주의 가치 공유, 미래지향적 동

맹· 파트너 관계 재구상

 한미동맹 관련 현안의 순조로운 해결

  - 대폭적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갈취

(extort)로 규정 

  - 협의 없는 일방적 주한미군 철수 가능

성 낮음

  - 한미연합연습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 관련 소통과 협력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

  -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

성 있음

  - 한미일 협력 강조 차원에서 한일 간 

갈등에 개입할 가능성

 거래적 동맹관에 따른 동맹 경시

  - 동맹간 공정한 방위비분담 강조

  - 미국의 이익 우선, 불개입 정책

 한미동맹 관련 현안

  - 한국의 무임승차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 (방위비분담금과 연계) 미군철수 가능

성 시사

  - 한미연합훈련 일방적 중단 및 축소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

  - 화웨이 사용 금지 권고

  - 인도-태평양 전략 및 쿼드(플러스)에 

대한 참여

  - 한일 갈등에 직접적 개입 안함

대

중

국 

정

책

 대중 강경정책 추구, 필요에 따른 협

력 병행

  - 사안별 협력 진행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기반의 자유주

의 국제질서 강조, 중국 압박

  - 양안관계, 남중국해 분쟁, 홍콩 인권 

및 소수민족 문제 등으로 중국 압박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통한 반중국 

연대 공식화

  -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동

맹국들과의 공동대응

 다자주의 강화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

대 견제

  - 통상 및 군사안보적 다자협의체 강화 가능

 트럼프 2기 대중 강경정책 지속

 통상, 인권, 안보 등 전방위적 중국 압박

  -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통한 중국

과의 디커플링 시도

 쿼드(Quad)를 통한 대중 군사적 견제

  - 쿼드 플러스 구상을 통한 아시아판 나

토 구축 시도

※ 자료: 관련 자료 참조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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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방향 

□ 첫째,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라인업에 포함될 주요 인사

에 대한 성향 분석을 통해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하여, 그

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외교안보팀이 다시 중용

되고 있는 상황임

-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전 국무부 부장관이 초대 국무장관에 내정됨

-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전 존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백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됨 

○ 이들의 최근 발언 및 정책 제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도

출해 볼 수 있음 

- ‘전략적 인내’를 입안했던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전 국무부 동아

태차관보 등은 충분한 실무 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북·미 협상에 회의

적임

-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일라이 래트너

(Ely Ratner) 신미국안보센터 부센터장 등은 대중 강경 정책 지지자로 

분류되고 있음

- 수전 라이스(Susan Rice)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뿐

만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둘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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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적 딜레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익과 원

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대중국 경쟁 또는 협력 정책을 구분하여 

각 정책 별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꾸

준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요구됨

□ 셋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이

루어져야할 것이며, 신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에 따라 향후 한미동맹의 역

할과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한미연합훈련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순조로운 합

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공조에 대한 참여 정도 및 한미동맹

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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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바이든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

대북정책

기조

압박정책 위주

(오바마정책 계승 가능성 높음)
협상과 압박의 병행

대북인식 적개심(부정적), 북한 붕괴 기대

중립적·비적대적,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촉구 

(북한정상국가화)

대북정책

참모진

블링컨, 수전 라이스, 크리스 쿤스, 

설리번
폼페이오, 비건, 쿠슈너  등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

독재자, 불량배, 포용불가 선언 좋은관계, 스마트한 친구, 로켓맨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부정적(중립적), 

핵 역량 축소동의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긍정적, 조기재개

Ⅳ. 미국 대북정책

1.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2020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정책 

추진 환경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당선자와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

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비교적 선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을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

을 것임 

[표 3] 바이든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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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북한인권 상황 강조 북한인권 언급 없음

대북정책

결정방식

(협상

진행방식)

바텀 업(bottom up) 탑 다운(top down)

대북

군사옵션
불가 불가

대북제재 강력한 제재 강화 최대 압박의 수단으로 제재 활용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한미동맹 동맹국 의견 청취 동맹국 의견보다는 미국우선주의

주한미군 유지 감축 가능 (협상카드)

한미

연합훈련
지속 축소·연기·중단 가능 (협상카드)

한반도

상황관리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에 정당성  부여
전쟁을 막았다고 자평

※ 자료: 각종 미디어 보도자료,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 정리하였음

□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의 탑다운 방식과는 달리 실무협상 중심의 바텀 업(Bottom-up)  및 다자주

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시절 “그동안 진행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독재자를 합법화해주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음18)

18) CBS NEWS, 2019.6.30. (최종 검색일: 2020.9.27.),

< h t t p s : / / w w w . c b s n e w s . c o m / n e w s / b i d e n - 2 0 2 0 - c a m p a i g n - a c c u s e s - 

trump-of-coddling-dictators-in-meetings-with-kim-jong-un-putin-and-erd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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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당선자의 대북정책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족적을 지우는 

데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음 (Anything But Trump)

-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는 “전제조건(preconditions)없이 김정은을 만나

지는 않을 것”이며,19)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실무협상가들에게 힘을 실

어줄 것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공조할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

상됨20)

- 예컨대, 바이든 당선자가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내세운 전제조건은 김정

은 위원장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것임

○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접근할 때, 다자주의 방식으로 처리

했고, 자신이 이끌었던 이란 핵 협상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이란 핵협정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으며, 핵협정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모

델을 ‘모범’으로 간주하고 있음21)

○ 바이든 당선자의 핵심 참모인 블링컨(Anthony Blinken) 국무부 장관 내정자

는  “북한과의 핵합의에 최고의 모델은 이란"(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이란 기고를 한 바 있음22)

19) The Japantimes, 2020.1.15. (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01/15/asia-pacific/politics-diplomacy-asia-pac

ific/biden-says-no-way-unconditional-meeting-north-koreas-kim/>.

20) VOA Korea, 2020.8.4. (최종 검색일: 2020.11.16.),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election-biden-trump-korea>.

21) 「조선일보」, 2020.11.10. (최종 검색일: 2020.11.1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1/10/CZFSW2UBIFCN3H2N4W3CD2CJ5I/>.

22) The Newyork Times, 2018.6.11. (최종 검색일: 2020.11.16.),

<https://www.nytimes.com/2018/06/11/opinion/trump-north-korea-iran-nuclear-de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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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탄두 및 미사일을 제거해야 

하고,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영원히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북한이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국제핵사찰단 감시 하에 농축 

및 재처리 인프라를 동결하고,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와 일부 탄두와 미

사일 폐기를 교환하는 방식의 잠정합의(an interim agreement )를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강조하므로, 북

한의 인권상황이 북한과의 대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민주당 정강은 “북한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지할 것이고, 북한에게 엄청난 인권유린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23) 

□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출범할 경우, 대북정책 기조는 ‘협상과 압박의 병행’

이 아닌 ‘압박정책’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할 진용을 완전히 갖추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잠정적으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북미간 실무접촉이나 정상회담 등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여전

히 남아 있음

23)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최종 검색일: 2020.11.5.),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

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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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대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방향

 

가. 북한의 인식

□ 북한은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선호하면서

도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였던 것24)으로 분석되며, 양측 모두에게 

기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북한은 직접 만남의 지속이라는 ‘기대감’

과 함께 대북제재(maximum pressure)의 지속이라는 ‘부담감’을 함께 가지

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기대감은 트럼프 1기 때 추진했던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탑다

운(top-down)방식’의 제3차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를 새

롭게 재정립할 수 있다는 것임 

○ 북한의 부담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secondary boycott 포함)가 북한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제8차 당대회

를 앞두고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임

□ 다음으로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

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재현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미중관계

의 재정립을 통해 대북제재를 우회한 중국의 대북지원이 활발해 질 수 있

다는 기대감이 함께 공존함

24)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3차 TV토론 과정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thug’(폭력배)라고 비난했을 때도 예년과 달리 빠른 비난 대응 보다는 

언급을 회피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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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당선자의 북핵정책은 압박과 제재를 중심으로 하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남겨둘 것으로 예상되며, 북핵문제를 동맹국 및 중국과의 협력 등 

외교를 통한 해결, 즉 다자주의 틀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바이든 당

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과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실무진 중

심의 대화를 지향하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외교를 선호하지 않음

○ 북한의 불안감은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 연

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북한문제가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

로 우선순위에서 낮아질 것이라는 점임

○ 반면, 북한의 기대감은 바이든 당선자가 그동안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강조한 만큼 코로나19 이후 세

계경제 회복을 위해 미중관계가 경쟁 속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어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나.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

□ 북미협상에 대한 북한의 전략은 지난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제기되었으며,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 안전보장과 

선제적 조치로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CIWH : Complete and Irreversible Withdrawal of the 

Hostile Policy)”, 즉 안전보장을 협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25)

25) David Maxwell, “Stockholm breakdown reflects North Korea's failure to compromise,”, 

THE HILL,  2019.10.12., (최종 검색일: 2020.11.3.),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

   465502-stockholm-breakdown-reflects-north-koreas-failure-to-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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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018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대북적대시 정

책, 즉 대북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26)  

-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는 중대

한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먼저 제거할 때 비로소 완전

한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27)

○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계산법28)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은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대북제재의 완화를 비핵화 초기단계인 ‘동

결’(freezing)단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있음

-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신뢰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협상장에 나왔다는 것이며, 이것이 북한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을 결렬시킨 이유임

□ 북한은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미 대선 이후 북미협

상을 대비한 전략적 압박 메시지를 보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기념 연설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전쟁억제력’을 

갖추었다고 강조함.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 들어설 

26) 그동안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핵실험장 폭파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만큼 미국에 대해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

적 조치로서 대북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27) 홍민,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북한의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9.10.8., p.4.

28) 당시 스티븐 비건이 제시했던 ‘새로운 계산법’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포함해 우라

늄 농축 시설에 대한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공개한다면 석탄 및 섬유 수출을 36개월 

유예할 수 있다는 것임. 

Alex Ward, “Exclusive: Here’s the nuclear proposal the US plans to offer North Korea 

this weekend,” VOX, 2019.10.2. (최종 검색일 2020.11.4.),

 <https://www.vox.com/world/2019/10/2/20894979/north-korea- trump-nuclear-talks-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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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부를 상대로 북미협상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

으로 보임

○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두 전략무기를 무력시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냄29)

○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도전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입

장과30) 북한이 최근 2년 간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

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며,31) 이에 따라 미 대선 이후 신행정

부가 출범할 경우 북미관계는 갈등과 협상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임

 다. 대응방향 

□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국가전략의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내년 초에 예정

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29)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전략무기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2-3개의 핵탄두를 탑재

한 ‘다탄두’(MIRV)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단순히 ‘화성-15형’의 단점을 

보완한 수준일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혼재되어 있음.

백성원, “미사일 전문가들 “북한 신형 ICBM, 다탄두 능력이 관건”...평가 엇갈려,” 

「VOA」, 2020.10.12. (최종 검색일: 2020.10.2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k-new-icbm>.

30) Peter Brooks, “The U.S. Must Respond to North Korea’s Emerging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Heritage Foundation, Oct. 6, 2020 (최종 검색일: 

2020.10.29.), <https://www.heritage.org/ sites/default/files/2020-10/BG3538.pdf>.

31) 이조은, “폼페오 장관 "북한 최근 2년간 ICBM 실험 '제로'…외교 성공적,” 「VOA」, 

2020.10.15. (최종 검색일: 2020.10.2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pompeo-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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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경제의 성패는 북미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북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

가 당선되더라도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 제8차 당대회 이후  북미관계의 전면

적인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와 함께 오랫동안 교

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제8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

을 위해 우리 정부의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3. 미국 대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대응방향

 
가. 한국의 인식

□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선을 관망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한 

인식을 보여주었음

○ 대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서는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 우리 국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음

○ 다만,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익에 바탕을 둔 전

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우리의 대북 정책 추진 환경과 관련하여 바이든 이나 트럼프 중 누가 대통

령에 당선 되더라도 쉽지 않은 미래가 놓여 있다는 판단 하에 대비해 왔음

○ 우리 정부의 강점, 약점이 모두 존재하며, 미국 변수 등 주변 상황들이 갖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병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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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전략적 인내를 승계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3기’ 행정부

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구상이 제기되어 논의되기도 하였음

나. 대응방향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원칙하에 한미관

계와 남북관계의 핵심과제인 북핵 협상과정에서, 그리고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과정에서 ‘주도적 역할’32)을 하려는 의지와 실천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33)

○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리더,’ ‘균형자,’ ‘중개자,’ ‘조력자,’ ‘운전자’

등 다양한 별명을 얻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은 한국의 적극적 역할과 상승작용을 일으켰

으며, 그 결과 2018년~2019년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된 바 있음

- 다만,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비

하여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음34)

32)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

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고 말한 바 있음. “주도적 역할론”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온 

“주도적인 역할”을 차용한 것임. 또한, 주도적 역할론에 대해서 문재인의 한반도정

책에서도 5대 원칙 중의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음(통일부, 2017, 11).

33) Seung-Hyun Lee, “The Challeng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pportunities and Risks” Journal of Conflict and Integration (2020.6);  이승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3권 1호 (2018). 

34) 주도적 역할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굳건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으며, 그 난관 앞에 고뇌하고 좌절하기도 했음. 문재인 대통령의 좌절감에 

대해 정리한 연구도 있음. 홍현익,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운전자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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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외국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만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한국이 남북한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

라 북미간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음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35)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도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당선직후부터 취임 초기 기간을 활용하여 과거 페리프로세스와 같은 평

화프로세스를 한미가 공동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구상과 관련하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역사를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 상태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국면으로 넘어가

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내고 한반도를 평화공존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안,”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자료

집(2017), p.91. 

35)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자평하면서 “한국의 문재

인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그는 훌륭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진짜로 

열심히 추진해왔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음(연합뉴스, 20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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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서 전쟁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이 상호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로드맵은 다양한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전쟁을 치렀을 경우 관련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과 상충하는 국익으로 인해 

평화협정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음36)

○ 일반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 협정 내에 정전, 종전, 그리고 평화

로드맵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다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누적된 역사적 적대관계를 한 번에 청산하기에

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종전 선언’으로부터 출발하자

는 구상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임 

○ 종전선언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전쟁-정전-종전선언-평화협상-평화협정-관계

정상화의 장기적·세부적인 경로 설정과 관련이 있음

○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전쟁의 정지상태(정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계기 혹은 결절점으로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논점과 

관련이 있음

□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평

화체제로 가는 로드맵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과거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란,  남아프리카 등의 비핵화 사례에서 볼 수 있

었듯이 비핵화 과정은 복합적인 단계를 거쳐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는 지난

한 작업이 될 것임

36) 이승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34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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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응방향

□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적절한 경로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신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정하여 최종적인 평화 

로드맵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임

○ 예컨대, 북한의 핵동결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 삼고, 종전선언을 평화체

제 구축의 결절점으로 활용한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체제 구축의 

출구로 삼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오바마3기가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한

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으로 민주당 행정부는 동맹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

이든 행정부 출범 전 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오바마3기 행정부’가 아니라 ‘빌 클

린턴3기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와 남

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남북관

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

요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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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국 경제통상정책

1.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산업·통상 정책

□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할 때,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아

니할 수 없음

○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짐에 따

라 아시아 증시가 약 2% 오르면서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

국의 코스피는 이날 2.40% 오르는 등 국내외 경제에서 미국 대선에 따른 영

향이 나타남37)  

□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산업·통상 분야 공약의 큰 틀은 대중제재 유지 및 미

국 내 생산 강화로서 이전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하지만 추진 방

법 및 속도는 바이든 당선자의 이념과 지지기반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임

○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체제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강력해진 국력을 토

대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미국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좌시하면 안된다고 여기는데 이는 정당·정파에 관계없이 미국 

국민의 보편적인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나 사실상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 등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을 동원하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짐

37) 남선우, 「美 대선 판세 `골디락스`…아시아 증시, 3년 만에 최고치」, 『한국경제 

TV』,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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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등 원가 효율성 (Efficiency)을 최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이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했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 광

범위하게 뿌리를 내렸음

- 따라서 공급사슬의 미국 내 비중 제고를 강조하면서 해외 진출 미국기업

의 국내복귀를 촉구하고 기업의 신규 해외이전을 규제할 필요성 역시 공

화당과 민주당 모두 공유하는 바임

□ 바이든 신행정부가 현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통상분야 

정책기조는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와 국제규범 준수로서 이를 통해 대중 제

재와 미국 중심의 공급사슬 구축이라는 근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또한 증세 및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내 생산 증가를 도모하고 

환경·노동 분야의 규범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

정부와 차이를 보이는 특징임

가. 경제·산업 부문 정책

□ 바이든 신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중산층 재건’으로서 이를 위해 ⑴ 확

대 재정으로 경제위기 극복, ⑵ 인프라 투자 확대, ⑶ 지역 균형발전 추진, 

⑷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21% 28%) 등 전반적 증세로 향후 10년 3.8조 달

러의 세수확대를 목표로 함

○ 오바마케어 확대강화로 국민의 97% 보험수혜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1)저비용 고효율 공공 보험 옵션 제공, (2)보험료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확

대, (3)의료비 체계 간소화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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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산업 분야 공약

구분 분야 공 약

경

제

고용
·중산층 일자리창출 최우선

·최저시급 인상(시간당 $7.25→$15)

세제

·법인세 재인상(21%→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9.6%)도입

·금융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부자증세 

□ 바이든 당선자는 공약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대규모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을 제안함

○ 이를 위해 초기 4년 동안 연방정부 조달과 R&D 투자를 각각 4,000억 달러 

및 3,000억 달러를 증액하여 2019년 5,970억 달러 규모인 미국 연방정부 조

달시장을 1조 달러로 확대함38)

-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5G, 인공지능, 첨단 소

재 등 차세대 첨단 기술에 대거 집중될 예정이며 이러한 막대한 재정투

입의 효과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미국산 구매우대 정책(Buy 

American)’을 추진하고자 함

-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혁신성장 기반 제조업 육성 정책을 승계할 가능성

이 높으며 저탄소 미래경제에 대비해 향후 녹색경제를 주도할 전기차, 

고효율 배터리, 태양광 및 기타 재생에너지, 친환경 공정 전환 등에 정부 

투자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함

○ 이러한 첨단기술 중심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미국 내 생산증가와 대중국 산

업·안보 정책의 핵심적 수단인 미국 중심의 공급가치사슬 재정립으로 이어짐

38) 이주미 등, 「2020 미대선 후보 경제산업통상 정책 전망」,  KOTRA『Global Market 

Report』,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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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확대

·선택형공공건강보험제도입

산

업

기조
·미국산업 부흥 및 공급망자국화 재건

·미국산 구매우대정책 (Buy American) 강화

　

제조업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승계

·(자동차)공급망자국화,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확충, 일자리창출

ICT ·5G·전기차·인공지능 등 투자(3천억 불)

에

너

지

기조
·석탄·석유 등 전통에너지 산업옹호

·셰일가스 산업육성 정책추진

셰일가스
셰일가스 체취 기본 기술인

수압파쇄법(fracking) 지지

석탄
석탄 생산은 감소하되 

생산 제한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투자는 하지 않을 것임

원자력 점진적인 원자력 이용과 우라늄 생산

파이프라인
XL 사업의 지속적 추진

(캐나다 알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의 석유 파이프라인)

환경
·환경문제 중시, 탄소제로 목표(~’50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

　

인프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2조불)

·기업·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친환경,지역균형발전에 방점

※ 자료: 이주미 등,  앞의 글, 2020년   10월. 에너지 부문은 다음을 인용하여 수정함. 

 Craig Welch and Sarah Gibbens,  “Trump vs. Biden on the environment—here’s where they 

stand”, National Geopraphic, October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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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부문 정책

□ 바이든 당선자는 상원의원시절부터 의회 외교전문가로서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중시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체제(rule-based system)에 가치를 둔 외

교를 지향하여 향후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완화를 기

대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민

주당 주류에 비해서는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바이든 당선자도 민주당이 주도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나 본인이 

부통령 시절에 추진하였던 FTA의 경우에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FTA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 그러나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미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바이든 당

선자가 동맹국을 중시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지향한다고 해서 미국의 전체적

인 통상정책 방향이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한편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전부터 국내 경제 재건 등의 이슈에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신규무역협정체결 보다는 국내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

며 CPTPP39) 가입의 경우는 환경·노동 규범의 보완없이 추진할 의사는 없다

고 하였음

39)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진 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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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 공약

분야 바이든(민주당)

　

기조

　

·미국중심주의(US-Centered)

·동맹국공조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강화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방식 선호

WTO

·WTO 체제를 통한 국제규범중시

·상소기구위원선임을 통한 분쟁해결기능 복원

·WTO 개혁에 미국의 리더십강조

무역

협정

·CPTPP, TTIP 등 다자무역협정 강조

·환경·노동가치 중시

·무역권한에있어 의회권한 존중(의회주의자)

對中

　

·對中 견제 필요성 동의, 관세부과반대

·우방국과 공조한 對中 견제전략 강조

·지재권·노동·인권 사안에 중점

※ 자료: KOTRA, 앞의 글, 2020년 10월.

□ 바이든 당선자는 WTO 다자체제의 유용성 뿐 아니라 현 WTO 체제가 갖

는 시대착오적인 한계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서 WTO 체제의 개혁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음40)

○ 바이든 당선자는 국제사회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미국의 발전을 추구하고

자 하는 동시에, 출범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WTO 체제가 최근

의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WTO의 

쇄신을 주장하였음

40) 서진교,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와 경제』 Vol. 20 

No. 25 ,  202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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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

여와 추진이 예상되며, 중단되었던 다자무역협상이나 복수국 간 협상도 탄력

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한편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나 201조 및 301조 등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

한 일방적 무역조치들의 남발은 WTO 규정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신규 조

치의 추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존의 대중 무역제재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지속 등은 초당적·국

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치들이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당선자는 종래의 석유자원 의존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에너지, 자원, 교통 등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

이며 노동 관련 규제강화를 미국 내 뿐 아니라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됨

2. 대응방향

□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간 통상 갈등지속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재구축 기조는 유지되며 정치·안보·산업·기술·통상 연계 

강화의 세계적 확산도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할 시스템 구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전세계 산업 간 연관관계와 산업기술 동향을 세부사항까지 모

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시 기업

규모별 안정적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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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규범 중심의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통상 압박은 오히

려 커질 수 있으며 노동·환경 분야의 국제기준 강화는 일종의 무역장벽으

로 작용할 수 있음

○ 바이든 후보는 중국 제재를 염두에 두고 동맹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WTO의 

기능강화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명시하라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제2의 사드 사태가 재현될 위험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피해야 할 최

악의 결과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것이므로 이해득실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것임

○ 또한 대미 수출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및 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

한 국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의 그린뉴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으나 화석 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수요

감소와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은 관련 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음41) 

○ 한편 미국 기업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있어서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완제품 생산의 우위 점유를 도모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만 및 일본과 미

국의 정치적·산업적 연계 관계와 산업경쟁력 현황을 고려하며 산업정책을 

정비하여야 함

41) 곽도흔, 「[2020 미국의 선택] 국내 환경ㆍ노동 규제 압력…'그린뉴딜'은 호흡 맞을 

듯」, 『이투데이』,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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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가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이익 우선주의에 기

반하고 있어 대한국 통상압박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따른 농업 등 취약

산업의 위기 대응 및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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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국 기후변화·환경정책

1. 바이든 당선자의 새로운 기후변화 비전 

□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Day On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파리기

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이하 ‘파리협정’이라 함)에 

재가입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어, 기후변화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국

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42)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 가입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1일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파리

협정의 탈퇴를 결정함43)

○ 파리협정은 가입국이 첫 3년 동안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퇴  

통보 시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3년째인 2019년 11월 4일에 탈퇴 통보를 하

였고, 1년 후인 2020년 11월 4일에 공식 탈퇴함44) 

○ 참고로, 파리협정 체결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 의무 등을 부담하

는 조약의 내용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파리협정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

는 것과 재정적 기여의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

42) Leslie Hook, “Biden shift on climate change welcomed by world leaders”, Financial 

Times, 6 November 2020. 

43) US Department of State, “On the U.S.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Press 

Statement, 4 November 2019. 

44) Matt McGrath, “Climate change: US formally withdraws from Paris agreement”, BBC, 

4, Nov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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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바 있음

○ 파리협정은 미국 국내법상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의 성격을 가지게 됨45)  

□ 바이든 당선자는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줄이는 국내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을 100% 청정에너

지 경제로의 전환(clean energy revolution)및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구현과 연계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46)  

※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재생에너지 사용･배출권거래 

등의 상쇄(offset)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듦

○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 국내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 익숙한 노동자들이 청정에너지 

경제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공약한 바 있음 

○ 또한 가난한 공동체가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보다 취약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깨끗한 공기와 식수를 누릴 수 있도

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청정에너지’와 ‘환경정의’를  위해  향후 10년간 1.7조 달

러(연방정부) 및 5조 달러(지방정부와 민간영역) 이상의 역사적인 투자가 이

루어질 것을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감세 및 화석연료 보조금 

부과를 개선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45) 이혜경, ｢파리 기후협정의 채택과 국내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6년 1월 8일. 

46)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 justice” (최종 검색일: 

2020.11.6.), <https://joebiden.com/climat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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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환경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파

리협정 가입 이외에도 취임 직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다음과 같

은 환경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환경 정책을 우선적으

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47)  

○ 신규 및 현행 석유 및 가스 시설(oil and gas operations)의 메탄(methane) 오

염 규제를 강화함 

○ 매년 5천억 불의 연방 조달(procurement)체계를 활용하여 100% 청정에너지 

및 무배출차량(100% clean energy and zero-emissions vehicles)을 도입하도록 

함  

○ 미국 정부의 모든 시설, 건물 및 설비(all U.S. government installations, 

buildings, and facilities)가 혁신을 주도하는 전력 및 공급망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함  

○ 교통(transportation)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경·중형 신차 판매시 

적용되는 엄격한 연비 기준(fuel economy standards)을 제시함  

○ 바이오 연료(biofuel)를 두배 이상 늘려 농업부분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주

요한 역할을 하고, 비행기 및 선박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새

로운 고용을 창출하도록 함  

○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building-efficiency standards)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서 

47)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최종 검색일: 2020.11.6.),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

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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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함

○ 연방 인프라 투자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결정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 공기업이 기후위험(climate risks)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2030년까지 미국의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

고, 기후적응을 도모함 

○ 북극야생피난처 등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하지 않은  미국 자연 유산의 보호

를 강화하고, 공공용지에서의 석유와 가스 채굴을 금지하고 기후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며,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의 재생에너지개발 및 재조림을 강화

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2배로 증가시킴

□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 수립 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정

책은 다음과 같음48)

○ 2035년까지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50% 감

축함  

※ 탄소발자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임 

○ 2030년 말까지 500,000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전기차 세액 공제를 복원함 

○ 친환경 및 탈탄소 농업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지속가능한 기술 연

구 개발을 촉진함 

48)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최종 검색일: 2020.11.6.), <https://joebiden.com/clean-energy/>;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 justice” (최종 검색일: 

2020.11.6.), <https://joebiden.com/climat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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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특화된 연구기관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cused on Climate)을 신설하여 리튬이온배터리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그리드 저장기술, 현재의 원자로 건설비용 대비 절반이하의 비용으로 안

전하고 효율적인 소규모 원자로를 건설하는 기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

지 않는 냉매를 이용한 냉방기술, 제로에너지 건물(zero-energy building), 

산업부문 및 농식품 부분의 탈탄소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

술 등의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기후패키지 (Clean 

Energy Revolution legislative package) 법안 발의 방식으로 기후적응의제, 기

후위험비용의 보험(insurance)시스템의 반영, 폭풍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에 

견고한 인프라 구축, 철도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될 경우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

대하는 등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49) 한편으

로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이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의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

고 있음50) 

○ 만약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세가 도입

된다면, 탄소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사업의 제

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단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우려가 제

49) David Waskow, et al., "How Biden Can Make the US a Global Leader on Climate 

Action", World Resources Institute, 12 November 2020.  (최종 검색일: 2020.11.16.), 

<https://www.wri.org/blog/2020/11/biden-us-leadership-fight-climate-change>

50) Peter E. Harrell, “How Biden Could Use Trump’s Trade War Thumbscrews to Fight 

Climate Change”, Foreign Policy, 5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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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음51)     

○ 유럽연합(EU)도 유럽그린딜(Europe Green Deal)52)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

경세(carbon border tax)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중국·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53) 향후 탄소국경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가 있음 

51) 송민근, ｢中 겨냥한 바이든의 탄소국경세... 韓  석유화학·철강 ‘비상’｣, MK뉴스, 

2020년 11월 5일. 

52) 이혜경,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020년 1월 29일. 

53) WTO, “Goods Council considers EU plans for carbon taxes on certain imports”, 11 

June 2020. (최종 검색일: 2020.11.6.),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good_11jun20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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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해외 반응 

1. 중국

□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관계는 여전히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고위급 대화의 재개 등으로 양국 관

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11월 24일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

고 있지 않음

○ 지난 11월 4일 미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은 상하이 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을 통해 “경제 세계화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

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

서는 안되며, 건설적인 자세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

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메시

지로 해석되기도 함54)

○ 한편 11월 5일 르위청(乐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

국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차기 미국 정부와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가 정상궤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55)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누가 되든지 간에 

54) “习近平在第三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 (최종 검색일: 
2020.11.8.) <https://www.ciie.org/zbh/cn/19news/leader/xnews/20201105/23804.html>.

55)「外交部副部长：希望美方新一任总统和新一届政府与中方相向而行」，『中国
青年报』，2020年11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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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 내정이니까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앞으로 중미관계

는 대화를 통해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번영을 위해 기여했으면 좋겠

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56)

□ 그동안 중국 언론 매체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 대해 상세한 논평을 내지 않

았음

○ 다만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편집장 후시진(胡锡进)은 트위터를 통해 대

선 과정에서 보여 온 미국의 혼란은 미국 정치가 쇠퇴하고 있음(The US is 

in degradation)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57)

□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으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

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음. 다만 고위급 대화의 재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전문가인 팡중잉(庞中英) 중국해양대학 교수는 미

중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 추

진했던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의 재추진을 통해 중국 봉쇄 전략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스인홍(时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관계

는 상대적 안정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동맹을 더욱 강화해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58)

○ 한편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신창(信强) 부주임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56)「하이밍 "美 신정부, 협조적이고 안정적인 중미관계 기대"」, 『뉴스1』, 2020년 

11월 6일자.  

57) “Hu Xijin” (최종 검색일: 2020.11.8.), 

   <https://twitter.com/huxijin_gt/status/1323584459946381313>.

58)「时殷弘：拜登上台，对中美关系有何利弊？」，『风向』， 2020年11月0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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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은 “숨고르기 기간(喘息期)”을 가질 수 있으며, 적어도 그동안  훼

손되었던 상호 전략적 신뢰나 고위급 교류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이기도 함

○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딩이판(丁一凡) 부소장도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 바 있음59)

2. 일본

□ 11월 8일  스가(菅義偉)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자에게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축하함

○ 하지만,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은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11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는 미일동맹은 일본의 외교 

및 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자유

의 기반으로서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갈 것임을 강조함

○ 모테기(茂木敏充) 외무대신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함60) 

59) 白云怡, 李司坤, 「解局：拜登时代，中美关系将会去向何方？」, 『环球网』, 

2020年11月8日.

60) 外務省, 「外務大臣会見記録」(최종 검색일:2020.11.7.),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gaish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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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후 스가 총리의 방미가 추진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음61)

○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아베(安倍晋三)  전 총리는 당선  후  

9일 만에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실시함

○ 이번 선거는 개표관련 혼란이 지속되는 만큼 조기 방문은 추진하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됨

□ 일본의 주요 언론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트럼프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중경

쟁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선거 과정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 온 대 중국 제재관세 

및 보복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선거공약에서 중국의 불공

정한 무역관행에서 미국의 노동자를 지킨다고 명기함

○ 나아가 민주당 정책 강령에 중국에 대해 경제와 안보, 인권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이 대중정책에

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62) 

□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미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및 무역협상, 대중·대

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선 결과와 이후 상황을 주시 중임

○ 특히 2021년 3월 현행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63)의 시효가 만료되어 미국 대

61)「初訪米の時期探る,バイデン氏なら就任後、「強固な関係」示す狙い」、『日

本経済新聞』 2020年 11月 4日.

62)「米国の選択：２０２０年大統領選　バイデン氏、環境重視・国際協調／トラン

プ氏、減税強調・単独主義」、『読売新聞』, 2020年 10月19日.

63) 정식명칭은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六条
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第二

十四条についての特別の措置に関する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協定」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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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선거 이후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 일본 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압박

보다는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여

도 미군주둔경비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64)

○ 바이든 당선자가 TPP에 대해 당초 추진되고 있던 형태로는 복귀하지 않는다

고 언급 한 바 있어, 미국이 재협상 후 TPP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나,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당시의 자유화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예측됨

○ 기타 일본 국내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문제 등에 대한 대폭적인 

정책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대응이 지연되어 온 

일본 환경성을 중심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3. 러시아

□ 러시아 정부가 바이든(Biden)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

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레오니드 슬루츠키

(Леонид Слуцкий)는 “바이든의 승리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음.65) 바이든 당선자도 이

64)「米大統領選：米大統領選、政府が注視　トランプ氏勝利、米軍費負担増の恐れ

／バイデン氏勝利、政策転換に備え必要」, 『毎日新聞』, 2020年 11月 4日.

65)Слуцкий считает, что с победой Байдена ожи

дать улучшений в подходе США к России не ст

оит (최종 검색일: 2020.11.8.), <https://tass.ru/politika/99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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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선거운동 중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

라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나타낸 바 있음66) 

□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노골적인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양국 간에 얽혀있는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대표적인 현안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로 중단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해저가스관 건설사업 ‘노드 스트롬-2(Северный поток-2)’을 재개하려고 

함. 미국은 가스관 건설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종속을 심화시켜 안보에 심

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019년 「유럽에너지안보정화법」 (PEESCA) 

제정을 통해 가스관 건설을 중지시켰음

- 최근에는 기존 법보다 제재대상을 확대한 법안을 2021년 「국방수권

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예산개정안으로 제출한 상태

임. 제재 대상에는 해저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100여개 기업뿐만 아니

라 보험, 정비, 추가 설비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음67)  

○ 둘째, 2021년 2월 5일 종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러

시아 측 연장 요구에 대해 미국이 전술핵무기(핵탄두)의 동결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 미러 간 핵무기감축협상은 난항에 빠졌음

-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핵군비 경쟁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짐.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그동안 핵무기 감축의 당위성을 역설해왔고, 대통령이 되면 신전략무기

66) Главный враг: Байден считает Россию 

наибольшей угрозой для США (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www.gazeta.ru/politics/2020/10/26_a_13333399.shtml>.

67) США расширили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го 

потока-2 (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www.kommersant.ru/doc/453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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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협정을 조건 없이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 그러나 협정 종료 시점인 2021년 2월 5일까지 바이든 당선자에게 권력이

양이 완결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68)

○ 셋째, 탄화수소 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전면적 폐지를 추진하는 바이든의 정

책구상은 세계 최대의 탄화수소 연료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함.69) 

바이든 당선자는 2035년까지 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거한다

는 계획임70) 

-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탄화수소자원이 자국의 

에너지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움 

○ 넷째, 2020년 8월에 발생한 러시아 야당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느이(Алексе

й Навальный)에 대한 독살시도 사건의 배후로 푸틴대통령이 지목되면

서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러 제재법안을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

가 있음71) 

68) Эксперты рассказали об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США в случае победы Байдена (최종 

검색일: 2020.11.9.), <https://ria.ru/20201105/vybory-1583194160.html>.

69) Какой Америка проснется завтра? Чем 

отличаю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Трампа и Байдена (최종 검색일: 2020.11.9.), 

<https://www.youtube.com/watch?v=dJ65kwY72pY>.

70) Что сделает Байден с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ей США (최종 검색일: 2020.11.9.), 

<https://teknoblog.ru/2020/11/08/108472>.

71) Эксперты оцен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новых 

санкций США против России (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www.rbc.ru/politics/11/09/2020/5f58a1049a7947599cd055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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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지옥의 제재」(санкции из ада)로 불리는 「크렘린공격으로

부터의 미국안보 수호법」(DASKA)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신규 부채, 은

행, 에너지기업, 푸틴대통령을 위한 불법․부정부패 행위를 지원하는 정

치인, 재벌 및 그 가족을 제재대상으로 함  

4. 유럽연합(EU)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EU와 미국은 친구이자 동맹”이며, 변화하는 세계에 EU와 미국 간의 “새

로운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음72)

○ EU·미국이 대처해야 할 현안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영향, 기후 및 

디지털 환경 변화, 보안강화, 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체계 등을 언급했음 

- 참고로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편성 시 ① 그린 딜, ② 디지털 단

일시장 구축, ③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정 복구를 우선 전략으로 수립

했음 

□ EU는 지난 4년 간 무역 분쟁, 환경·기후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음.  

EU는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완화되고, 새로운 협력이 가

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첫째, EU와 미국 간 무역 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2018년부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치즈, 와인 

등의 농산품 등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했음. EU도 이에 대해 미

72) “EU to 'intensify cooperation' with new US government, von der Leyen says”, 

Euronews,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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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철강, 농산품 등에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등 양측 간 무역 분쟁이 증

폭되었음 

- 바이든 당선자는 4년 간 악화되었던 EU와 미국 간의 “인위적인 무역전

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단언한 바 있음. 하지만 미국의 유럽에 대한 농업 

분야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한 바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73)

○ 둘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EU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바이든 당선자의 환경·기후·에너지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 

EU의 그린 딜 정책과 미국의 환경·기후 정책 간에 심도 있는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74) 

-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편성 당시 그린 딜 등 환경·기후 정책을 우

선 전략으로 선택했음.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EU 탄소 순배출을 제로

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정책임

5. 영국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된 후 “미국

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기후변화와 무역, 안보를 최우선으로 협력하

자”는 메시지를 보냈음

○ 바이든 당선자는 존슨 총리에 대해 “미니 트럼프”라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73) “Élu, Joe Biden poursuivra-t-il la guerre commerciale contre l'Europe?”, IFRI, 

2020.10.21.

74) 바이든 대선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0.11.9.), <https://joebiden.com/climat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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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정신적 복제인간”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75) 

○ 존슨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바이든 당

선자 진영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을 최대 동맹국으로 인식해온 영국에서는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브렉

시트 등의 현안과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과 미국 간 현안과 향후 양자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

되고 있음

○ 첫째, 영국은 포스트-브렉시트 시대76)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과 양자 FTA를 

협상 중인데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FTA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77)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

며, 2021년 여름 즈음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으로 인해 양국 간 FTA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은 EU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은 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음

- 영국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1998년 조인된 굿 프라이데이 협

75) “Boris Johnson to Stress Common Policy Interests with Joe Biden”, Financial Times, 

2020.11.7.

76)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며, EU를 통해 무역 등을 실행해온 

영국은 EU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 등을 새로 도모하고 있음.  

77) John Ryan, “UK-US Trade Deal Could Be Blocked by Biden Presidency and Congress”, 

King’s College,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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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78)을 파기할 수 있다고 EU를 협박한 바 있음.  바이든 당선자와 미국 

민주당은 영국이 굿 프라이데이 협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만일 존슨 총리가 이를 파기할 경우 미국과의 FTA는 불가능할 것이

라고 영국을 압박하고 있음79) 

○ 셋째, 영국과 미국 동맹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존슨 총리

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

-  존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친밀한 관계가 영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존슨 총리는 이에 대해 부인한 바 

있음80) 

6. 독일

□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과 독일과의 관계기 악화된 것으로 평

가하는 여론이 많으며, 독일에서도 대부분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나타남81)

78) 1960년대 말 이후 지속된 북아일랜드 내 구교와 신교 간의 유혈 분쟁을 종료한 

협정으로 선거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79) “Biden and Pelosi Warn UK over Risking Good Friday Agreement”, The Guardian, 

2020.9.16.

80) “Johnson Denies His Trump Ties Weaken UK-US Bond under Biden”, ABC News, 

2020.11.8.

81) US election: German-US relationship hangs in the balance”, DW(Deutsche Welle), 

November 3, 2020. (최종 검색일:2020.11.5.),

<https://www.dw.com/en/us-election-german-us-relationship-hangs-in-the-balance/a-553

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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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미국 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 독일 협상 대표를 역임한 피터 베이

어(Peter Beyer) 연방하원 의원은  독일 공영방송인 DW와의 인터뷰에서 트

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이어온 전후 정책을 뒤집고 독일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이미 선을 넘은 것이라고 언급함

○ 독일의 여론조사기관 사이비(Civey)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의 13%만이 트럼프가 연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극우 반(反)이민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자들만 트럼프 대통령

의 재선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현직자의 승리를 바라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히 경제적으로 침체된 구동

독 주에서 당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AfD는 여전히 독일 전체에서 13%의 지

지를 맴돌며 변두리 정당으로 남아 있음

□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독일의 대표적 주간지인 슈피겔(Spiegel)이 미국 대

선에 관한 뉴스에서 트럼프를 ‘투표권 경멸의 역사적 기준을 세운 후기 로

마 황제(‘late Roman emperor’)'에 비유한 후, 이와 같은 정서가 유럽전역에 

퍼졌다고 분석함82)

□ 2020년 11월 7일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독일 정치권은 양국관계

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피력했음 

○ 연방대통령 쉬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

에서 바이든의 당선은 신뢰와 이성, 부단한 해법 모색을 바라는 염원과 연결

되어 있다”고 하였고,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양국이 현재의 커다란 

82) “Trump compared to a ‘late Roman emperor’ as contested U.S. election batters America’s 

global image”,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5, 2020. (최종 검색일: 2020.11.05.),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11/05/world-reaction-us-election/>.



72 ❘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호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음83) 

○ 독일은 현재의 독미관계가 ‘74년 동맹역사’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림. 지

난 4년간 트럼프는 주독미군 철수, 나토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같은 비

상식적 정책 추진으로 양국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에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옴

○ 독일연방정부 미국조정관 바이어(Peter Beyer)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 천연가스 해저가스관  ‘노드 스트림-2’ 완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일의 손실은 불가피할 수 있음 

○ 또한 미중 간 첨단과학기술전쟁(tech war)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는 텔레콤(Telekom)이나 라이카(Leica)와 같은 독일 기업이 중국기업들과 5

세대 모바일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

해 제재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옴 

○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

이므로 트럼프가 계획한 주독미군 철수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84)

7. 프랑스

□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83) Erleichterung in Deutschland nach Bidens Sieg bei US-Wahl (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www.welt.de/newsticker/dpa_nt/infoline_nt/brennpunkte_nt/article219548034/Er

leichterung-in-Deutschland-nach-Bidens-Sieg-bei-US-Wahl.html>.

84) Falls Joe Biden gewinnt: Ist dann alles gut für Deutschland? (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daserste.ndr.de/panorama/archiv/2020/Wuerde-Biden-gewinnen-Alles-gut-fuer-D

eutschland,biden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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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극복해야 할 현안이 많다. 함께 일합시다”라고 

첨언했음

□ 프랑스는 트럼프 집권 이후 무역 분쟁과 기후협정 등과 관련해 EU와 미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협력 체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 양국 간 현안해결과 향후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고 

있음 

○ 첫째, 양국이 환경·기후 정책에 대해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7년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하자, 독일과  EU

의 환경·기후 정책을 주도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

다”고 비난한 바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환경·에너지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취임식 직후 파

리협정85)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86) 

○ 둘째, 유럽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유럽과의 인위적인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언급

을 한 바 있음. 프랑스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와인·치즈 등의 농산물 산

업 분야와 관련해 미국과의 무역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셋째, 프랑스 등 유럽은 이란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미

국이 이란 핵 협상을 재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87) 

85)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한 국제 협정으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음. 목표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는 

것임. 

86) “Joe Biden Vows to Rejoin the Paris Climate Deal on First Day of Office if Elected”, 

CBS News,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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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등 유럽은 이란 핵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이 체결된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음. 따라서 이란 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거나, 협상이 장기

간 지연될 경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핵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과 이란 모두 확실한 개선이나 합의 없이 새로운 협정에 동의할 가

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음 

8. 이란

□ 이란과 미국의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일방적 탈퇴를 선언한 2018년 이후, 제재까지 이어지는 등 고조되어 왔으

며, 지난 1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군사령관이 암살된 후 이란과 미

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 이란의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선거 결과가 “우리의 대미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88) 

○ 하메네이는 2020년 11월 3일 무함마드 탄생 기념일 연설에서 미국 대선에 

대해 “현 상황은 미국의 사상가들이 인정한 심각한 시민적, 정치적, 도덕적 

쇠퇴를 증명한다”라고 주장함

□ 이란은 미국의 선거 결과에 신중한 낙관론으로 반응하고 있음. 이란에 대

87) “Dealing with Trump Presidency Nemesis Iran Won't be 'Quick, Easy' for Biden”, 

Reuters, 2020.11.8.

88)  Billy Perrigo , Suyin Haynes and Kimberly Dozier, “How the World Is Reacting 

to the 2020 U.S. Election”, TIME, November 4, 2020. (최종 검색일:2020.11.05.),

<https://time.com/5907204/2020-election-world-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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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이든 대통

령 하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여겨짐89)

○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에 이견이 없다는 이란의 공식 입장은 여

전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협정을 재개할 경우 변화할 수 있다

는 낙관론이 조심스레 등장하고 있음 

○ 앞서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

의 핵협정 탈퇴에 대해 “차기 미국 행정부가 3년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약속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이란이 대화할 용의

가 있음을 시사하는 어조로 미국이 대이란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힘 

○ 이란 핵협상 대표를 역임한 압바스 아라크치(Abbas Araghchi) 외무차관은 바

이든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워싱턴 정책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전개될 수 있

다고 주장함. 또한,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 변화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란 역시 어떤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고 경고

를 나타냄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란의 언론과 지식인들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40년 만에 이란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미국 선거"라는 반응도 

나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9) Syed Zafar Mehdi, “|  Iran reacts to US election result with guarded optimism; Tehran 

maintains there will no difference in US polices toward Iran but hopes things could 

change under Biden”, AA(Anadolu Agency) News Broadcasting System(HAS), 

08.11.2020. (최종 검색일:2020.11.16.),

<https://www.aa.com.tr/en/latest-on-coronavirus-outbreak/iran-reacts-to-us-election     

-result-with-guarded-optimism/20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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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

1.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요 

□ 미국연방헌법 제2조에서 대통령 선출, 임기, 자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임기 4년, 중임제를 택함. 사실상 연임제처럼 운용됨 

○ 만 35세 이상의 14년 이상 국내거주한 미국인으로 출생한 자가 대통령 피선

거권을 가짐 

□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의 일종임

○ 국민들이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하면, 선거인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투표하고 연방상원으로 그 결과를 보내게 됨

○ 간선제도는 국민전체의 선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의

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선출되도록 고안된 제도인데, 연방적 특성도 고려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의 연방상원의 수와 연방하원

의 수를 합친 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임명하게 됨

- 상하원수를 모두 합쳐서 535명에 워싱턴특별구 3명을 합친 538명임. 따

라서 당선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과반은 270명이 되는 것임

□ 수정헌법 제27조상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짐(1971년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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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대통령선거 절차  

□ 미국 대통령 선거절차는 크게 이하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1단계 : 예비선거절차로서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할 정당별 대의원선출절차

임. 전국 정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별 정당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코커

스 또는 프라이머리에 의함 

○ 2단계 : 양대 정당이 각각 전국전당대회를 통하여 양대 정당의 후보자를 확

정함

○ 3단계 : 각 정당 후보자가 정해진 후 각 주의 유권자들이 주별 대통령 선거

인단을 선출(이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임)

○ 4단계 :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투표 

□ 첫 번째 단계인 예비선거절차는 연방법, 각주의 선거법 등이 적용되는 매

우 복잡한 구조이며, 각 주별로 주법에 의하여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방식 

또는 이 두 방식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됨  

○ 코커스방식이란 선거구단위에서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내)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자 지지단체에 가입하여 선호

도를 등록하거나 투표형식으로 적어내기도 함. 낮은 단위 지역에서 점전 넓

은 지역단위로 올라가게 됨

○ 프라이머리방식은 주의 공식적 선거관리기구가 주최하며 투표자들은 정규 

투표장에서 투표함. 선호후보자 프라이머리도 있고, 직접선출프라이머리도 

있음. 프라이머리에 당원만 참여하는지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폐쇄형 프라이머리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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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각 주의 정당원 또는 유권자들이 당해 정당의 후보자

를 선택하는 절차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이미 정당의 최종 대선후보자

는 대체로 예측할 수 있게 됨  

□ 두 번째로 예비선거가 끝난 후 각 정당의 전국전당대회(보통 사흘간)에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를 추인함

○ 민주당은 수퍼대의원제도(superdelegate)를 두어 전당대회의 투표에서 정당보스

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음. 1980년 정당개혁으로 20% 이내로 줄어들기는 함

-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각각 주마다에서 획득한 대의

원수가 비슷하였으나, 전국정당대회에서 수퍼대의원 수에서 차이가 났음 

○ 공화당도 각 주마다 3명씩 선출되지 않은 명망가가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이들은 선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대의원(automatic delegate)

이라 함  

○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당후보자는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하게 됨  

□ 세 번째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각 주는 연방상원의원수 2

명과 당해 주의 연방하원의원수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가질 수 있음

○ 대통령선거를 할 전국의 선거인수는 총 연방양원의원수에 워싱턴특별구 3명

을 합친 538명임. 따라서 270명의 선거인을 획득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음 

○ 각 주의 선거인은 본인이 선출할 후보자를 미리 밝힘. 일반 투표용지에 선거

인의 이름이 열거되고 유권자가 지지하는 대통령후보자를 찍을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미국의 48개주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승

자독식방식임. 그러나, 매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상원의석에 해당하는 2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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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가장 주민의 득표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하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마다 각 선거구에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선거인

이 선출되게 됨

○ 이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를 알게 됨    

□ 네 번째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단계임.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대통령후

보자에게 투표하게 되며, 이 투표는 연방상원에 송부됨

○ 선거에서 동수를 획득할 경우에는 연방하원에서 즉시 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됨

□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간접선거방식으로 인하여 

실제 국민들의 지지정도와 다른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라 할 수 있음90)

□ 또한 수퍼 팩(Super PAC)91) 등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선거에 너무 많은 돈

후보
민주당 대통령 앨 고어

부통령 조 리버만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

부통령 딕 체니
선거인단 267인 271인

전국득표
48.4%

50,999,897표

47.9%

50,456,002표

90) 실제로 2000년 미국 대선에서는 알 고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득표를 하였

음에도 부시 후보자에게 패배한 바가 있음

91) 수퍼 팩(Super PAC)이란 개인, 기업, 노동조합 및 기타 정치단체가 독립된 지출과 

기타 독립된 정치활동을 위하여 무제한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활동단체를 

말함. 미국에는 특정 정치인이나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정치활동

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가 있으며, 1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거나 

활동자금으로 사용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등록한 

PAC은 자금 모금이나 사용 방식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음. 그런데 수퍼 팩은 PAC의 

일종이지만, 일반 PAC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자금을 기부하는 방식

을 취하지 않으므로 선거자금 규제를 피하여 무한정으로 자금모집과 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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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든다는 문제92), 각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프라이머리나 코

커스의 개혁문제 등도 중대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음 

92) 미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2020 대선과 연방상원, 연방하원 선거에서 총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6천역)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총액의 2배에 달한다고 

함(CNBC, 「Total 2020 election spending to hit nearly $14 billion, more than double 

2016′s sum」, 2020-Nov.1 기사 참조). (최종 검색일: 2020.11.15.), 

<https://www.cnbc.com/2020/10/28/2020-election-spending-to-hit-nearly-14-billion-a-re

co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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