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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생때학교 정치외교학과〉 

1. 활냉휠째대 미쭉2.1 1il2.‘ 의 DI 짧 전앙 

소현 및 동구권외 붕과 이후 ‘탈냉전시때확 마국왜교’는 21쐐가 세껴i정치악 예측을 위한 

화두로 때두했다. 몽사에， 냉전적 군사 태협왜 종말을 계기로 펙국와교능 완래의 고렴주왜 

전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고깨를 들었다. 이러활 편측의 이변에는 시대 정황을 

표피적으로 해석라는 습판， 그리고 미국핵교외 전통을 고립주의로 규정핵온 미국식왜 역사 

관을 수용해 온 습관이 있다. 또 머국외교자 개입(팽창) 성향으로부터 고립 성향으로 되돌 

아갈 것이라는 예측은 미국의 쇠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저널려좀적 분석과 맞물려 

서 미국을 ‘물건버 간’ 제국으로 평가 절하하는 실수를 유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며국 

외교의 팽창 성향은 아직 끝냐지 않았다. 미국 왜교의 흐름을 총괄해서 살펴보지 않고 내 

련 진단， 특히 냉전적 군사때립이 끝났다고 해서 띠국외교의 개업성향(또는 제국적 성향) 

마저 약화될 것이라는 단기적 불석에 근거한 결론은 성급한 것이었다. 최근의 세계정치에 

서 보듯 마국의 군사 헤게모바 추구는 냉전시대보다 약화되지 않았다. 또 전통적인 군사레 

칩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대두한 여러 레점(환경， 통상 금융 등)을 관통하는 통합 헤 

게모니를 추구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마국정부의 외교노선은 

냉전시대와 별 차이자 없다. 결론적으로 말챔채， 미국획교가 지난 220여 년간 어떻게 벼국 

정치와 연관되어 흘러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안 인석을 바탕으로 했다면 앞에서 지적한 성 

급현 얘l측은 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장 우랴의 현실아 이를 말해준다. 미국 외교정책악 

역사를 마국사외 본원적 속성 및 경향과 연관시켜 보자 않는 연구태도 즉 6정책분석 차원’ 

에 머문 연구태도 때문에 탈냉전사대의 세계금융시장에서 미국이 행사할 정치경제적 역량 

을 가늠하지 못하다가 1997년 말약 파탄 이후에야 미국의 힘이 아작도 얼마나 막강한 것 

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글은 미국외교정책을 단기적으로 그려고 부문별로 나누어서 보는 마시분석으로는 앞 

으로도 한동안 세계정치를 계속 좌우할 며국외교의 행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보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채 연구13 1 애 악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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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해서 미국외교의 본질을 꿰뚫어보려면 미국의 외교정책이 미국 

역사의 기본 속성， 즉 팽창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미국외교 성향의 순환 

주기가 미국 정치사의 순환 주기와 맞물려 있음을 소상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결국 미 

국외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사 전체에 대한 정확한 안목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표피적 관찰에 근거한 예측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1) 

다음의 인용문은 이상에서 자적한 문제의식을 요약한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미국 대외정책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의 가점이 되는 1991년 

이후， 미국은 걸프전，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한 NPT 체제의 유지를 선도했다. 또 나토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포괄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그 

리고 구 유고연방， 소말리아， 르완다 사태에 대한 개입， 즉 소위 인도적 개입주의 humani

tarian interventionism도 X없0년대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 

러나 ‘민주주의의 확대와 분쟁의 억제를 위한 개입 En1argement and Engagement’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되어 온 이러한 정책의 본질은 1990년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만으로는 

제대로 풀이할 수 없다. 즉 미국외교사의 전체 흐름 나아가서 미국사 전체를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견 새로운 듯한 최근의 정책 추세도 사실은 미국 건국이래 지속되어 온 

개입주의적 대외정책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 대외정책사를 통시적으 

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정리 · 기술할 필요성이 전환기에 더 커지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또 하나， 미국 대외정책은 분명히 미국정치의 연장션에 있는 것인데도 냉전기 미국외교 

사의 분석 시각은 대체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분립을 전제로 했다. 또 군사 。 이념적 

갈등이나 팽창을 국제정치의 실제 내용으로 중시했기 때문에 미국 대외정책의 최종 집행 

자인 대통령과 의회가 국내정치적인 제약 하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은 경시하 

고 외교정책 자체와 그 국제정치적 결과만 부각시켰다. 물론 이것은 소련과 군사적으로 

대치한 시대적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냉전적인 군사대결 구조가 사라지면서， 또 

경제를 비롯한 비군사 부문의 정치적 비중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개입주의로 선회 

하고 있는 미국 대외정책의 추세를 이해하려면 미국정치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기존의 외교사와는 달리 미국정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미국이라는 독특한 정치적 

문명과 그 제도’가 빚어내는 작품으로서 그 대외정책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2) 

그런데 21세기의 미국외교를 전망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내다봐야 한다. 하나는， 건국 

이후 220년간 미국연방정치의 판세와 논리를 반영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확보해 온 미국외 

교사 또는 미국 대외정책사에 대한 총체적 조감을 기초로 해서 미국외교의 행로에 영향을 

1)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권용립미국대외정책사~(민음사， 1997)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는 제1장과 

제2장을 보완하고 재구성해서 미국외교의 속성 및 장기적인 추세를 논문 형태로 제시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권용립， 위의 책， p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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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21세기 미국외교의 ‘내생적’ 변화 요인을 전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탈냉전시대 세계정치의 흐름 즉 미국외교의 ‘외생적’ 변수를 분석하 

고 이에 대한 미국외교의 장기적 대응을 종합해서 전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정 

치 틀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레짐의 창출 

및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미국의 국가전략 수립， 미국외교의 목표는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 그리고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외교의 대전제로 자리잡은 제국심리 즉 헤게모니 

유지 방식이나 헤게모니 관념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을 유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전망의 전반부， 즉 내생적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 

래서 이 글의 중심부， 즉 ‘전망의 틀’은 다음 세 가지 점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전망’은 장기적인 추세 파악을 밑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미국 건 

국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외교의 추세를 일관된 개념 틀로 추적하는 태도가 펼요하다. 

흔히 20세기 이후나 2차대전 이후의 머국외교(세계적 네트워크를 정립한 이후의 미국외교) 

만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미국외교의 장기적 추세를 전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 건국 

직후부터 19세기말까지 줄곧 진행된 ‘연방 팽창’(북미대륙 내부에서 줄곧 진행된 미국 영 

토의 확장)은 미국외교사의 흐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되고 이 때문에 연방 팽창의 

의미는 미국외교가 아니라 미국정치 현상으로 오해된다. 

둘째， 특히 미연방의 경우 정치와 외교는 동일선상에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과 미국 

정치， 월남전과 미국정치의 상관관계 또는 상호 영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이상이 

다. 이것은 미국정치가 곧 정당정치임을 숙지하고 양대정당간의 정치전략과 외교정책의 상 

관성에 대해 주목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은 미국정당체제사의 주기와 미국대외정 

책사의 주기가 어떻게 합치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증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외교의 정체성과 문명적 특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정치 

와 외교의 역사적 기초를 탐구해야 한다. 

2 전망의 이훌쩍 바당 - 미국정처사와 외교사의 연겨| 

1차대전 직후 미국에서 시작된 ‘전쟁연구’에 기원을 두고 있는 현대국제정치학은 2차대 

전 이후로는 미국외교의 세계화와 더불어 실용성(정책 연관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외교의 현실에 가장 민감한 분야가 외교정책론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대외정 

책망을 유지해 온 미국이 주도해 온 외교정책론은 머국 국제정치학의 실증주의적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르는 한계도 있다. 

우선 국제정치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임을 자처하는 언술체계로부터 자유롭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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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정책론은 그 논의 자체가 ‘과학’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실용주의적 

함의가 다분한 개념은 며국찍교를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그 장기적인 추세를 설명하기보다 

는 현재나 가까운 장래의 현실 외교를 진단하고 예측하려는 강박감을 수반한다 따라서 기 

존의 정책 경향과 상반되는 듯한 새로운 추세나 태도가 관측되면 이를 두고 대외정책 자 

체의 선회 내지는 전환으로 성급히 규정하는 경향도 있다 바꾸어 말해서， 관측 대상과의 

객리를 시공간적으로 충분히 두고 보면 단기적얀 정책 변화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대외정 

책악 내적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외교정책론은 그 속성상 미국 대외정책의 전체적 

인 흐름을 간과혀기 쉽다. 마국왜교의 장기적 추세가 오히려 사회과학을 경멸하는 역사학 

의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애 온 이유도 여거에 있다，3) 

그라나 역사학적 논의도 기존 며국외교사 연구경향에 만연된 ‘문화적， 사공감각왜 국지 

성 c벼tural and temporal parochialism’을 극복라지 못환 것이 사실이다. 얘외정책획 결정 

요언인 대획인식 또는 태와관은 사간과 공간 감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인혜도4) 마국왜 문 

화적 륙정이나 시공간적 경혐이 시대와 무관하게 일정한 것야벼 또 그것이 미국왜교사의 

모든 특정을 결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태도， 즉 ‘미국 중심의 국지성’야 기존 매국외교사학 

의 일각에서 온존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타국의 경험은 매국에게 사사하는 바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낳았고 따라서 미국외교사가들은 미국도 세계정치체제외 한 구 

성원이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미국은 ‘예왜적얀 나라’였던 

것이다.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라는 믿음이 마국사와 미국외교사에 접끈하는 태도까지 지배 

3) 미국 역사학계의 미국연구도 ‘미국적 언술’하에 있었다. 대부분의 通史가 미국을 帝國으로 지칭하면서 

도 역사상 명멸했던 다른 제국과의 비교는 소훌히 했던 것，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다고 말하면 

서도 그 특수성은 논구하지 않았던 사질도 주목해야 한다. Emest R. May, Imperial Democracy: 
Emergence qf America αs a Great Power(New Y ork, 1961), Nonnan A. Graebner, Empire on the 
Pacific: A Study in Ameri∞n Continental Expαnsion(New York, 1955); W.A.Williams, The Roots 
qf the Modem American Empire: A Study on the Growth and Shaping of Social Coηsciousness η 

a Marketplace Society(New York. 1969); Idem.. ed.. Empire as a Way qf Life: Aη Essay on the 

caμses and α7flracter qf America's Present Predicament Along ωith a Feω 77wughts about an 
Altemaüve(New York, 1980); W. LaFeber, 까le New Empire: An Interpretation qf American 
Expansioη 18t없 -1898(Ithaca. N.Y., 1963) 등이 그 예다 미국을 거의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른 채국 

과 마국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Michael W. Doyle, Empires(Ithaca, 1986)를 참조할 것. 또 현 

대 미국이 대영제국과 로마제굿의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지적한 것은 Wa1ter Russell 

Mead, MortalSplendor: The American Empire i.η Transition(Boston, 1987), pp. 3-10. 
4) 1763년 이후 식민지 미국이 대영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결심하게된 것도 북미대륙과 영국 간의 물리적 

거리가 주는 전략적 이점에 대한 자신이 있었거 때문이다 또 이차대전 이전까지 고립주의라는 화려 

한 원칙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도 미대륙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공간감각 덕분이었다. 이차대전 

이후 이러한 공간갑각은 기술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것이 냉전시대의 

미국외교를 <군사외교>로 만든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시공간 감각의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이 영향받 

는 바를 예시한 것으로 Stephen Kem, πle Culture qf Time and Space, 1880-1918(Cambridge, 

MP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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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보게 된다. 

“미국은 미국의 외부에 있는 다른 세계와는 항상 달랐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미국적인 제도， 그리고 미국인들이 표명해 온 이상은 권력투쟁， 전쟁， 권위주의적 정부， 계 

급 갈등， 빈부의 양극화， 그리고 소수에 대한 압제 등과는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해외 문제에 대해 고립주의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매력적으로 생각해 왔으며 또 고 

립주의를 미국외교의 고정된 원칙으로 만들어 왔다 ...... (그리고) 1945년 이전에 미국이 국경 바 

깥의 문제에 개입했을 때 그것은 국가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보다 원대한 도덕적인 목표플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5) 

‘미국 국재정치학’의 강력한 분야로 군렴하던 지역연구의 한계도 미국외교정책론의 한계 

와 연관된다. 소련， 중공， 제3세계 연구 등 냉전시대 지역연구를 선도한 주체가 며국인데도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는 정작 연구대상으로 각광(?) 받지 못했고 따라서 미국을 지역연 

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거의 없었다. 즉 미국 자신의 정치적 전통과 특징이 외교와 연 

관되는 과정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세계적 확장과 지위 유지를 위한 방펀으로서 타지역 

(국가)에 대한 연구만 기형적으로 팽창했던 것이다. 미국을 ‘독특한 정치문명’으로 보는 총 

괄적인 작업은 오히려 미국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중 상당수가 지역연구적 바탕을 중시하지 않고 미국외교의 현상 분석에 치 

중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라볼 기초， 즉 미국정치(사)론과 미 

국외교정책론을 총론적으로 접합시키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외관계사는 대외정책사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 획부 

상황이 연방정치 전개과정의 변수로 작용한 예가 많다. 우선， 유렵의 외교사와 미국의 외 

교사는 근본적연 성격이 다르다. 현대국제정치학이 전통적으로 대외정책과 국내정치를 분 

립시키거나 아니떤 고작해야 상호 연계시키는 데 그친 것도 국채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 

가 유럽외교사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했고 또 유럽외교사의 특징은 정치와 외교의 분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국은 절대주의적 중앙집권 국가가 이마 보편화 

된 유럽적 전통 위에서 시작된 국가다. 즉 정치권력을 둘러 싼 국가 내부의 관계 설정보다 

는 정치권력의 대외관계 설정에서부터 국가형성이 시작된 것이다. 독립혁명의 진행， 연방 

헌법 논쟁의 과정을 일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이 <외부>와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는 것이었고 이 진행 과정을 둘러싼 정치이념， 지역， 이익 간의 대립도 대부분 대외관과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 조항을 둘러싼 것이었다. 또 외교는 물론 그때 그때의 정치적 필요 

5) Robert Da1lek, “The Postwar World: Made in the U.S.A.", in Sabford ]. Ungar, ed., Estrangeη!ent: 

America and the World(Oxford, England, 198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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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대외정책은 그 나라 또는 그 시대의 정치적 문화나 

이념을 거스를 수 없다. 이것이 전통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이념이나 문화적 전통 

은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과 정책의 역사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을 결정하 

고 집행하는 제도의 특정과 역사까지 포괄해서 이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루만이 그 

려스와 터키 내전에서 우파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의회에 대해 소련의 위협을 과장 

한 것이 결과적으로 냉전의 기원 즉 봉쇄정책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대외정책사의 몫이다. 이것은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분립이라는 미국정치제도의 특징(당 

시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다)이 미국씩교의 행로애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것이다. 또， 의회와 대통령 간의 외교권 대립을 야기해 온 연방헌법의 애매성도 

미국 대의정책샤， 또는 미국외교정책론의 주요 주제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제도적인 특정 

이다， 대외정책사의 관점에서 볼 때 연방헌법은 곧 대통령과 연방의회 간의 알력을 부추기 

는 ‘투쟁에의 초대 invitation to struggle’인데 건국 이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의 권한을 압도하는 경향， 즉 ‘제왕적 대통령， 약한 의회， 그리고 대통령을 지원 

하는 신중한 사법부 Imperial 함residency， Weak Congress, Cautious Court의 전통’이 수립 

되어 왔다.6) 비록 워터게이트와 월남전 이후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외교권에 채동을 걸기 

는 했지만 대통령의 외교권이 의회보다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현대 국제정치의 속도 

때문에 이 추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라한 제도적 특징도 미국외교의 전땅에서 빠트 

릴 수 없다. 

결국， 미국정치사와 외교사를 통일된 하나로 접근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만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 미국외교사의 장기적 추세를 이해하고 또 그 추세를 전망할 수 있다는 걸론 

에 이르게 된다. 이 선을 출발점으로 삼으띤 좁은 의미의 미국외교정책연구가 미국정치사 

와 접합해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평이 열린다. 

그럼， 접합시켜야 할 펄요성부터 보자. 국재정치희으로서의 외교정책론은 통사적 설명보 

다는 공사적 설명과 그 설명의 현실적 효용성을 중시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사.(미국 대외정책사)다. 따라서 미국 외교의 이론과 현실을 총괄해서 이해하려띤 국제정치 

학의 태두리 내에서 전개되거나 개발된 시각을 미국역사학 특히 외교정책사의 논점틀과 

결합하거나 대비시켜야 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 국제정치학과 역사학 양자간의 상호침투는 

증대하고 었다，7) 

6) ‘Cautious Court’의 사례는 1890년의 니이글 사건 In re Neagle 판례， 1901년의 Insular Cases 판례， 
1936년의 U.S. v.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판례 등이다 

7) 최근 미국 대외정책에 관한 대표적 교과서들이 전통적으로 미국외교사의 주제이던 대외정책 이념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나 미국외교사의 최근 연구 경향이 국제정치학의 이콘전개 추세를 반영하 

고 있는 것 또 흔히 2차대전 이후 비판적 마국외교정책론의 중심이 된 수정주의 역사가들의 논점이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주요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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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러한 접합악 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입증펙애 왔다. 머국와교정책론둔 미국외교사 

나 며국사에 바탕을 두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얘샤， 매국외교정책에 관한 통흔의 

경우에 미국적 아념 y 또는 스다일을 대재 전채하는데 이것은 이며 마국사에서 논구탤어 온 

미국정치의 이념이 대와관애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소재하는 잣이다. 즉， 흥콘적인 미국확교 

정책론에는 비록 재괄적벌 수준이기는 하지만 머국샤가 재채찍야 있다‘ 그런가 하면， 마국왜 

교정책론은 머국정치론과도 연관된다. 이것은 마국외교정책론의 각론어l샤 중요핸 분야를 차 

지하는 논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미국외교정책 결정왜 국내적 요인?8) 그 중에서도 얘 

론왜 영향，9) 대와정책을 둘러 싼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랩，10) 돼통령의 성격 및 리더십 유 

는 사실 등이 그 사례다 역사-학의 바탕이 없이는 고긍스러운 국-체정치이론야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학과 정치학의 접합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창조할 것. JoOO Lewis Gaddis, 
“Expanding the Data Base 뼈istonans， Politica1 Scientists, and the Enrichment of Security 

Studies," Intemαtional Security, Vol. 12(Summer 1987), pp. 3-21; JoOO English, “The Second Time 

Around: P이itic삶 Scientists Writing Histoηζ " Canadian Historical Review, Vol. 57(March 1986), 

pp. 1-16; Jack S. Levy, ‘'Domestic Politics and War," Jourηal af Interdisciplinarγ HistOfγ， Vol 

18(Spring 1988), pp. 653-73; Deborah Welch Larson, Origins af Containment: A PsychoiogicαI 

Explanation (Princeton, N. ]., 1985); Richard R. Neustadt and Emest R. May, 까linking in Time: 

The Use of History .for Decision-Makers(New York, 1986); Irving L. Janis, Crucial Decisiaη5: 

Leadership in Policymaking and Crisis Mαlα!gement(New York, 1989) . 

• Diplomatic 뻐story， Intemationa1 Security 등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8) Eugene R. Wittkopf, ed., 안Je Domestic Sources af American Forei.멍1 Policy: 1，ηsights and 

Evideηce， 2nd. edn.(New York, 1994) 
9) 고전적인 것으로는 Thomas A. Bailey, πJe MIα7 in the Street: πJe Impact of American Public 

Opiηwn 0η Foreign Po!icy(New York, 1948)이 있다， 그 외에 대표적인 것으로 Gabriel A. Almond, 

The American People and Foreign Policy(New York, 1960); Ra1ph B. Levering, The Public and 

American Foreigη Policy, 1918-1978(New York, 1978); Idem.,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and American Politics since 19608," Diplomαtic Histoη Vol. 13, No. 3(Summer 1989), pp. 383-93; 

O. R. Holsti and ]. N. Rosenau, “Consensus Lost. Consensus Regained?: Foreign Policy Beliefs of 

American Leaders, 1976-1980," Interηαtional Studies Quarterly, VoJ. 30, No. 4(December 1986); 

。le R Holsti and James N. Rosenau, Ameri∞η Le.αdership in 얘!orld ι4꼈'airs: Vietnam and the 

Breakdown af COnsensus(Boston, 1없4); Thomas G. Pateτson， “ Presidential Fore‘gn Policy, Public 

。pinion， and Congress: The τruman Years," Diplornatic Historγ， Vol‘ 3, No. l(Winter 1979), pp. 

X• 18. 
10) 대표적언 예는 Martha L. Gibson, Weapons af 1.댐uence: The Legislative Veto, American Forei，멍I 

Policy, and the lrony of Re.form<Boulder, C。 ’ 1992); Louis 뼈enkin， Constitutionalism, Democracy, 

and Foreign ι뺑àirs(New York, 1990); John T. Rourke, Congress and the Presidency in U.s 
Foreign Policymaking: A Study of 1，ηteraction and 1ηifIuence， 1945 -82(Boulder, C。 ’ 1983); Idem‘’ 

President따1 Wars and American Demoσαcy: Rc씨/ ’Round the chi경(New York, 1992); Cecil V 

Crabb. Jr. and P. M. Holt, Inviα1tion to Struggle: COα~gress， the President and Foreign Policy, 2nd 

edn., (Washington, D. C., 1980); 1. M. 많stler， Presidents, Bureαucrats， and Foreign Policy (빠m 

ceton, N. ]., 1972); 밟win S. Corwin, ηJe President: Office 없d Powers 1787-1957, 4th edn.(New 

York, 1957); Francis O. Wilcox, Coηgress， 딴Je ExecutÎ iJ e, αnd Foreign Policy얘ew York, 1971); 

Abraham D. Sofaer, W/αr， Forei解 A짧Îrs w1d Cor잉titutiol없1 Power: πle Origins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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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성격，lll 지역별， 산엽 부문별 이익집단과 대외정책의 상관성을 파악하려는 이론적 시 

도，12) 그리고 외교정책 결정과정(관료조직， 사회집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외교정책사와 외교정책론의 접점은 결국 미국정치사， 그리고 미국정치 

론이다. 물론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대외관계사， 또는 대외정책사를 연구할 때 반드시 

미국의 정치사를 관철해 온 전통과 제도 그리고 이념을 전제로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 

려 역사학의 전통은 시공간적인 연속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개별 사건 

에 대한 천착을 중시하는 것이니만큼， 대부분의 역사 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인물， 특정 사 

건에 대한 자료 해석을 주로 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외교와 정치가 특히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데다가 미국정치사도 나름대로 미국의 전통이나 예외적 특성 (C버ture， 

Ideology, τradition， Creed, Belief 등으로 표현)을 예증해 왔기 때문에 대외정책사도 미국 

의 예외적 특성이나 통시적 특징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외교정책론의 주요 교과 

서들아 대개 미국 대외정책의 스타일， 여념， 전통적 원칙들을 ‘주어진 것 donné'으로 놓고 

논의를 시작하거나 이념적 전통 자체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13) 

3. 전망의 툴 (I)- 미국외교의 바탕 또는 미국적 정차문명 

흔히 미국의 외교적 전통을 고립주의로 규정하고 고립주의와 반고립주의가 미국외교사 

를 교대로 지배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명적 성격을 고찰하면 미국외 

교의 성향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개입주의 내지는 팽창주의임을 확연허 알 수 있다. 미리 

Mass., 1976); Robeπ A. Dahl, Congress and Foreign Policy(New York, 1950); Thomas N. Frank 
and Edward Weisband, Foreign Policy by Coη'gress(New York, 1979); T. E. Mann, A Question 01 
Balance: The President, the Congress, aηd Foreign Policy(Washington, D. c., 1989) 

11) 개별 대통령이나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제외한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Margaret G. Hermann, 

“Leaders and Foreign Policy Decision M뼈ng，" in Dan Caldwell and Timothy McKeown, eds., 
Diplomacy, Force, and Leadersrop: Essays in Honor 01 Alexander George(Boulder, CO., 1993); 

Margaret G. Hermann, “Leaders’ Policy Orientations and the Quality of Foreign Policy Decisions," 

in Sthephen G. Walker, ed., Role Theαy and Foreign Policy Analysis(Durham, N. c., 1987); 

Margaret G. Hemlann and Thomas Preston, “Presidents and Their Advisers: Leadership Style, 

Advisorγ Systems, and Foreign Policym외이ng" in Eugene R. Wittkopf, ed., Domestic Sources ... , 
pp. 340-356; Cecil V. Crabb, ]r. and Kevin V. Mulcahy,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Making(Baton Rouge, La. , 1988); Alexander L. George, Presidential Decisionmaking in Foreign 

Poliζy. πJe EjJective Use 01 Jnformation and Advice(Boulder, CO., 1980). 
12) Richard Frank1in Bensel, Sectionalism and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l æD -1980(Madison, 

Wl., 1984); ]eff Frieden, “Sectori벼 Conf1ict and U. S. Foreign Econo!lÙc Policy, 1914-1940," 
J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HWinter 1988) 

13) 예컨대， c. W. Kegley, ]r. and E. R. Wittkopf, Ameriαm Foreign PoliC)ι Pattem and Process, 
3rd edn (Basingstok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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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지만 ‘문명’이라는 말은 ‘야만’의 반대가 아니라 특정한 세계관， 명분， 이상， 이념 따 

위를 두루 포괄하는 개념이다 14) 특히 ‘정치문명’(political civilization)은 어느 한 정치체 

(political entity)의 기반으로 기능하는 이데올로기， 전통， 그리고 그 정치체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제도， 문화，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5) 이렇게 보면 토끄벌이나 브로건이 지적해 

온 미국의 정치， 문화， 제도적 특질도 사실은 ‘미국 문명’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16) 따 

라서 미국외교의 사상적， 이념적 특성과 전통을 보려면 먼저 미국이라는 정치적 문명의 성 

격에 접근해야 한다.17) 

그러면 미국의 정치문명적 특성에서 연원하는 미국적 대외관과 대외정책의 기조는 무엇 

인가? 

첫째， 땅(토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팽창성향이다. 이것은 미국적 정치문명의 이념적 

토대들 중에서도 특히 공화주의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기는 정치체제의 타락을 경계하는 것이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또 

공화주의는 덕성(농업)과 타락(상업)을 대비시킨다. 따라서 공화주의 사상틀에서 보면 상엽 

의 발달에 따른 정치적 타락을 흡수할 덕성의 창고가 곧 <땅>이다. 공화주의사상에서는 

덕성의 원천이 곧 토지 (그리고 농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정치의 토대는 공화주의 

뿐만이 아니다. 상업과 경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역시 미국의 기초 이념이다. 달리 말하 

변， 며국의 이념적 토대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와 융합된 것이다 미국사를 옳어 보면 상 

엽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와 농업이데올로기로서의 공화주의 간의 갈등은 상존해 왔다. 

그리고 바로 이들 간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 땅의 확장， 즉 미국 연방의 팽창이었던 것 

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사익관념과 공화주의적 공익관념 간의 긴장이 미국 대외정책사의 

전통인 팽창 성향을 만들어 낸 힘이라는 말과 같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긴장(대립)관계에서 나온 이러한 팽창 성향을 눈여겨 보연， 공화 

주의적 정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영토의 끝없는 팽창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아울랴， 마국 

정치에서 프론티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볼 수 있다 즉 프론티어가 예비하고 있는 무한한 토 

지는 상엽이 초래할 타략에 대항해서 덕성을 공급해 주는 창고였다 따라서， 서부개척(북미대륙 

14) M하γ R. Beard and Charles A. Beard, The Ameriam Spirit: A Study of the Idea of Civilization 

iη the Ullited States(New York, 1942), p. 10. 
15) Max Lemer, Ameriam As A Civilization: Lzfe and Thought in the Ullited States(New York, 

1957), pp. 1, 59. 
16) Alexis de TocqueviJle, Democmζy in America, ed. by ]. P. Mayer(New York, 1969); D. W 

Brogan, The Ameriam CharacterC New York, 1944, repr. 1962); idem., The Ameriam Aspect(New 

York, 1964) 
17) 미국의 정치문명적 성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권용립 「미국-보수적 정치문명의 사상과 역사~(역사 

비평사， 1991)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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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의 팽창)은 궁극적으로 보수적 아메리카니즘 내부 긴장의 대외적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 

필연성이 이해되는 것이며 서부로의 전진도 단순한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프론 

티어의 소멸 이후 시작된 미국의 해외 팽창사도 이 맥락에서 해석된다. 어차피 땅은 유한한 것이 

고 결국 프론티어가 종언을 고하면 미국의 정치(공화정)는 타락할 것이라는 역사적 비관론에 큰 

거해 있었기 때문에 1890년 이후의 미국은 대륙 밖으로 팽창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타락을 막기 

위해 국내정치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미국적 신화， 

특허 농업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운명을 다룬 문헌을 읽어보면 … 미국이 대륙의 끝을 념어 아사 

아 시장을 개방하고， 이듣을 해방시키고， 아시아에서 상업을 융성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가득하다 

이는 태평양까지 프론티어가 다다른 이후에도 공화주의 정신의 지속을 보장해주는 것은 세계적인 

확장과 세계적 역할의 행시- 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 (이렇듯) ..... 대륙내부에서의 팽창 

과 해외팽창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면 고립주의(대륙 내부의 팽창)와 개입주의(해 

외 팽창)가 본질적으로는 보수적 아메리카니픔이라는 하나의 동전의 양련에 불과한 것 "18)이다. 

둘째， 상염 및 교역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반국가권력 사상과 연 

관된다. 즉， 상업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은 최소한이라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외교작 

투영이다. 또 이것은 근대화된 자유주의와 큰대화된 공화주의가19) 만나는 접점이었고， 18 

세기 말 이래 미국 대외관계의 축이 된 ‘상품과 자본의 교역’이 요구했던 이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방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가 연방 형성 이전의 대륙의회나 

연합헌장시대의 체제로는 효율적이고 통일된 상엽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 

실에서도20) 알 수 있듯이， 상업(州間交易， 對外交易)자유의 확보는 미 국 건국의 가장 중요 

한 목적이었다. 즉，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고전경제학의 시대에 형성된 나라다， 

셋째， 칼뱅주의가 미국의 대외관에 부여한 특징은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도덕주의다. 구 

체적으로 보면， 권선정악적었 대외관， 일단 전쟁에 돌입하면 절대적인 승라를 추구하는 십 

자군주의적 전쟁관，2l) 외교적 문제에 대해 도되주의적 수사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전통， 대 

외정책 교리 즉 독트린에 대한 교조적 신봉， 그려고 미국의 이념과 아상을 세계에 전파하 

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는 소명의식과 구원의식 등은 모두 그 뿌리가 칼뱅주의에 닿는다. 

이것은 칼뱅주의의 특정인 선정정치적 엘리트주의， 그리고 천년왕국사상에 내재된 선과 악 

의 대립관， 숙명적인 권선징악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다. 

18) 권용립미국 보수적 정치문명의 J. pp. 230~ 1 
19) 도덕철학의 요소를 가진 존 로크의 사상이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가 무절제한 이기섬에 바당을 

둔 흡즈식 자유주의로 변모하면서 사익의 추구를 공익의 추구에 우선시키게 된 전통을 딛조한다， 위의 

책 pp. 107~ 12 또 공익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공화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 사익을 인정하는 근대 공 

화주의의 관념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위의 책， pp. 112-5. 
20) 1787년의 제헌의회를 소집하게 띈 가장 큰 원인은 연합헌장으로는 미국인들의 외교적 이익을 신정하 

기는 커영 방어할 수도 없다는 인식의 만연이었다. 또 연방헌법의 제정과 통과를 주도한 연방파의 

논리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21) G. F. Kennan, Ameri，αm Diplomacy 1900~1950(Chicago， 1951), pp. 6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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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대부터 며국인은 스스로 ‘신세계약 이스라엘인’， 즉 산번이었요핵 마국은 신야 서8 

운 ‘언덕위의 도사’였다e 따라서 마국왜 훌륭한 아점과 채도틀 전 서}채에 확산사키는 것이 

곧 신의 섭려라는 연삭은 지난 2세기간 재입주의악 동력어었고 또 l행챙주으}를 u] 확라는 

명분으로 작용핵 왔다. 한편 선민의삭은 공회-주와적 평등관얀 6댄-평등2석 평등판(反쭈等的 

zf等觀)’22)， 그혀고 자유주빽댐 자유항입사상과 결합되면샤 휩겨l 적 총족팬23) 및 국채정치 

에서왜 약육강삭을 정당화현 사회진확론적24) 대때팬을 형생했고 급진작뱉 7~혁이나 연왜 

적얼 평등정책을 불산하는 관념을 형성했다‘ 특허， 우월한 자쩍 열등한 자 간악 임책잘책 

를 정당화하는 공화주의적 정치관념은 국채정치에서 자옆구3 촉， 즉 마국파 같은 i현 I용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강대국의 계도를 융-려적으로 수긍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평등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하편서도 국채관갱l에 있얘샤는 평등적야었탤 유럽과는 밤대로， 

국내적으로는 유럽보다 쩍 평등을 주창하변서도 국재정치에서는 위채적얀 질샤를 상정확 

는 매국악 특정은25) 칼뱅주의와 공화주획적 정치이념램 융합을 방영하는 것으로 짧잭될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특히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평등정책에 대한 반감은 거태권력 

을 경계하는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에 공통된 것이었다. 미국의 대외정책야 얘부분 도덕주의 

적 외피를 걸치고 나타난다는 지적26)， 또 미국의 위대성에 때한 믿음， 위계적 종족관， 그혀 

고 반혁명(반급진)적 전통이 며국의 대외정책을 이끌어 온 이념이라는 지쩍도V) 궁극적으 

22) 결과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평등관을 얼컴는다. 다시 말해서 일단 출발점에서만 평동하 

다변 종점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평등관은 사회진화흔적 약 

육강식의 논리와 접맥된다 

23) 위계관념은 칼뱅주의의 선정정치적 귀족주의의 연역이기도 하다. 칼뱅주의가 미국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로서 매국의 전통적 정치관을 형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아고 미국사 초기부터 정치 엘리트 

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오늘날 미국 국사학과 미국 정치학에 

서는 통설이다- 마국정치의 종교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A. James Reichley, Religion in Ameri∞n 

Public Life (Washington, D. c., 1없5). 그려고 칼뱅주의의 시민종교적 특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R. N. Bell삶，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Vo!. 96(967)을 보라 그 외 에 Peπy Mi1Ier, 
Sacvan Bercovitch 등 며국 종교사， 지성사가들의 논저 및 칼뱅주의의 정치적 내용에 대해서논 권용 

립미국-보수적 정치문영 ~， pp 없 103을 창조. 
24) R. Hofstadter, Social Daπvinism in American Thought, rev. 잉n，(Boston， 1잃5) 

25) Stanley Hoffmann, Gulliver’s Troubles, or the Setting of American Foreign Poliζy(New York, 

1968), p. 112. 호프만과 같이 유럽사를 전공한 국제정치혁자는 마국이 세계정치에 개입했던 시대는 

유럽 열강들간의 국제정치였던 않세기까지와는 달리 무절제한 적개심(냉전)에 근거한 국제정치사대 

라는 점， 또 미국의 역대 우방은 대개 미국에 의존적인 국가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은 유렵국가 

들처럼 영토 지분을 둘러 싼 역사적 투쟁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동등하다는 관념을 갖게 된 경헝을 

하지 못했다는 점(즉， 미국은 적어도 땅을 렛겨 본 일이 없는 나라) 등이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간 

의 서열 관념을 형성했다고 본다. 

26) Charles M. Lichtenstein, “The Modem World: World War I to 1984," in M. Harnilton, ed., 
Ameri∞n αìf1mcter aηd Foreign Poli，ζy(Grand Rapids, 때 , 1986), p. 45. 

27) M. Hunt, ldeology and U. S. Foreign Policy(New Haven, Conn., 1987), pρ. 1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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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미국 정치문명의 특질을 잘 파악한 것이다. 

미국외교사 연구자들이 꾸준히 거론해 온 ‘명백한 숙명 (뼈anifest Destiny)’의 관념28)， 

구원자로서의 관념， 보편적 모델로서의 모범의식(America as a ModeD , 사명의식29l， 반급 

진주의 등도 미국정치의 이념적 기초로 지적되어 온 이라한 자유주의， 공화주의， 칼뱅주의 

의 대외적 표출로 이해된다. 

미국적 대외관의 여타 특정들도 여기서 외연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을 어느 정도 

흉내내느냐를 척도로 해서 다른 나라를 평가하려는 자기중심주의는 뒤집어보면 미국의 ‘모 

범성’에 대한 과신이다，30) 또 이러한 과신이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제3세계 원조정책과 미 

국사회과학의 전개 과정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일찌기 예증된 바 있다.31l 그리고 미국 

대외정책 스타일의 특정인 독트린의 남용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대외인식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머국적 가치의 우월성， 마국의 가치에 대한 절 

대적 신념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인 독트련의 빈번한 선포가 관행으로 되다시 

피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떤 역사상 다른 강대국들의 외교 스타일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절대적이고 교조적인 원칙의 일방적 선포’가 미국외교사에서는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1823년의 먼로선언， 그리고 1840년대 포크대통령， 1얹)0년대의 T. 루즈벨 

트 대통령에 의한 ‘먼로선언의 변용’， 즉 먼로주의를 상황에 맞게 변용해서 적용하는 관례 

(Polk Corollary, Roosevelt CoroHary 등)， 윌슨의 14재 조항 Fourteen Points는 그 대표적 

인 사례다. 특히 냉전시대에는 트루만 이후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이 독트 

28) ‘명백한 숙명’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는 Albeπ K. Weinberg, Manifest Destiny: A Study af Nationa

list Ex.뼈msionism in American HistOTγ(Chicago， 1963) 그리 고 Frederick Merk, Manifest Destiny 
and Mission in American History: A Reinterpretation(New York, 1963)을 보라 그리고 미국정치 

문명에 내재된 구원의식은 Mona Harrington, ηæ Dream 01 Deliverance η American PolitiζS 

(New York, 1986); Emset Tuveson, Redeemer Nation: The Idea 01 America’'s Millenni깅l 

Role(Chicago, 1968)을 창조 반공， 반혁명 이념이 미국정치사와 대외정책사에 나타난 모습은 S. M 

Lipset, and E. Raab, The Politics af Unreason: Right• Wing Extremism i.η America, 1790 -1977, 

2nd. edn'(Chicago, 1978); Robeπ A. Packenham, Liberal America. αnd the Third W orld 

(Princeton, N. ]., 1973); M. ]. Hea1e, Americαη Anticommunism: Combating the E.ηeη1y Within, 

1830 -1970(B머timore， MD., 1990)을 참조 미국의 역사적 사명의식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는 S 

Bercovitch, “The Typo!ogy of America’s Mission," American Ql따πerly(Sept. 1978)를 보라 

29) “미국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국내적， 국제적인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또 전세계적으로 악을 

물리침으로써 미국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개혁의 전법은 미국 

의 체제”라는 관념을 뜻하는 ‘미국의 소명 American Mission’ 관념도 그 역사적 기원은 식민지 시대 

의 선정정치 전통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Brian K1unk, Consensus and the American Mission 

(Lanham, MD., 1986), p. 1. 초기 소명의식이 미국사에서 팽창이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권용립미국 보수적 정치문명 .... ~， pp. 92-103을 참조. 
30) Louis HaπZ， πJ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An Interpretation 01 American Political Thought 

since the Revolution(New York, 1955), pp. 248-59 
31) Robert A. Packenham, Liberal America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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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하나씩 선포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관행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다. 어찌 보면 2차대 

전 이후에는 독트린의 선포 그 자체가 미국외교의 독트린이 된 것이다. 

미국의 정치사나 외교사를 장식해 온 대표적인 슬로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 

격， 즉 <反 .... 主義>로 집약되는 이유도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적인 것에 대한 신념， 

버미국적인 것에 대한 경계 때문이다. 즉 무엇인가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데서 며국외 정체 

성(正體性)과 독자성을 찾으려는 전통이 존재한다. 이것은 ‘미국적인 것’은 곧 ‘비 미국적언 

것에 대한 공격’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뜻한다. 미국의 이념과 이상에 부합되 

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라고 믿는 이 태도는 미국의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착각하는 자기 

중심주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32) 

결국 이러한 다양한 특정을 하나로 잇는 끈은 미국의 예외성33)에 대한 믿음이며 예외성 

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이념은 먼로독트린에서부터 문호개방선언을 거 

쳐 레이건독트련에 이르기까지 영토 확장 시장 확장의 성향 및 군사적 패권주의로 번갈아 

표출되어 왔다. 

4. 전맘.2.1 폴 ( n) - 이익과 이없， 활.2.1 와 걸틀 

역사상 미국 연방정치 무대에 존재해 온 다양한 이념 이익 제도는 대외정책적 합의와 

갈등을 동시에 야기해 왔다. 

먼저， 이념 영역을 보자. 앞서 말한때로 미국사를 움직여 옹 ‘이념적 합의’， 즉 합왜된 이 

념이란 미국 문명의 기초 이념인 공화주의， 자유주의， 칼뱅주의와 꺼기새 나온 선민의식， 

우월주의， 반급진주의， 소명의식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마국외교사학에서 이념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항상 강조해 온 것들이다. 반-면， 미국사에서 나타난 ‘이념적 갈등’은 주 

로 마국을 형성한 상호 이질적인 정치문화 간왜 대립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그 뿌리는 식 

32) 권용립미국-보수적 정치문맹 .... ~， pp. 211-3. 
33) 유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예외적 특성은 첫째， 국민형성 이전에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 

프론티어가 한동안 계속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하아츠가 일찌기 지적한 ‘封建適制의 不在’ 등이다. 

그리고 그 결과인 정치적 예외성은 사회주의 이념의 약세， 보수적 양당제의 지속로 나타났다 또 미 

국정치론 분야도 미국의 예외성에 대한 이론적 논급을 중시한다 B. E. Shafer. ed. , Is America 

Different?: A N ew Look at Americaη Exceptio.ηalism(Oxford ， England, 1991)를 참조 그리고 미국 

의 예외성을 유럽정치의 전통에서는 불가능했던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의 공존이라고 보는 정치문화 

적 접근에 대해서는 위의 책에 실려있는 다음 논문을 참조. Aaron Wildavsky, “Resolved that 

lndivid띠alism and Egalitarianism be made Compatible in America: Political-Cultural Roots of 

Exceptionalism" 사회주의의 부재현상을 중심으로 미국의 예외성을 중점적으로 조명한 S. M. Lipset 

의 논저 및 미국예외론에 대한 해설은 권용립， “현대미국의 미시변동을 논함" ~경제와 사회~. 통권 

제18호(한울， 1993년 여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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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읍， 이익의 영역이다. ‘합의된 이익’이란 물론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안 이익이다. 미국외 

교사를 일관된 자본팽창의 정책사로 보는 니어링， 벼어드， 윌리엄스， 라휘버 류의 논지는 특 

별히 이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익을 둘러싸고 일어난 미국연방 내부의 갈등 또 

한 많이 있었다. 이 갈등의 측면은 주로 미국사 초기 이래 지속된 연방 내부의 지역간 이해 

관계 대립으로 나타나 왔고 특히 미국 대외정책사를 풀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끝으로， 제도는 이념틀 간의 갚등이나 이익 간의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쳐 

왔다. 즉， 미국연방헌법의 특정인 대외정책권한 부분의 애매성은 대외 문제에 관한 대통령 

권의 확장 추새를 유도했고 또 외교권을 둘러 싼 대통령과 떤방 의회의 대립을 야기했다. 

그라고， 마국정치재도도 미국 대외정책사의 전개 과정을 지배해 온 변수다. 예를 들얘샤 

행정부와 연방의회의 권력분립이 대외정책에 끼치는 영향， ‘선거정치 electora1 politics’가 

대통령익 대외정책 결정에 껴치는 영향， 대외정책 결정 집단의 형성과 변천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념 영역에서의 합의든 이익 영역에서의 합의든 간에， 미국사에서 있었던 ‘합의’ 

는 미국 대외정책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교역주의? 먼로주의， 팽창주 

의， 인종주의 등이다. 반면， 미국사에서 있었던 여러 차원의 ‘갈등’은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 

적 전개 패턴인 ‘주기성(週期性)’을 만들었다. 즉，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교행， 그리고 미주 

대륙 내부팽창 continenta1ism에서 해외팽창주의 globa1ism로의 전이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 점은 자세히 부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합의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미국의 역대 행정 

부와 의회가 취해온 대외정책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먼로 

독트린이라는 전통을 축으로 해서 미국외교사를 해석하는 것， 그라고 자유교역 이념의 구 

현 과정으로 미국의 외교사를 이해하는 것 또는 팽창의 전통을 미국외교사의 일관된 추세 

로 보는 것 등은 이러한 합의의 내용을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미국의 

외교사를 보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의 기반인 합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또 합의의 내용이 시대별로 일정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미국의 기초 이념인 자유주의 공화주의 캘빈주의 이념과 거기에서 

나온 우월의식， 선민의식， 명백한 숙명 Manifest Destiny외 관념， 반급진주의， 미국적언 평 

등관 등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 합의사학자들의 주장 

대로 미국정치를 ‘합의의 정치’로 만들어 준 토대였다. 그러나 자유교역의 이념은 때에 따 

라서는 보호주의적 이익과 갚등해야 했다. 또 팽창의 전통 자체는 지속되었지만 시대나 지 

역， 이념에 따라서 팽창의 구체적 대상과 내용은 변해왔다. 또 중미에 대한 머국의 패권을 

정당화 시켜 온 먼로독트린 역사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변천해 왔다， 즉， 미국 대외정책 

의 주요 전통 역시 내면적으로는 갈등구조에 영향을 받는， 또는 갈등의 요소를 내포한 전 

통이었고 또 모두 시대에 따른 변천을 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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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한 변천이 주기의 형태로 나타나은 아니딴 단선적얀 팬화로 냐타나-든， 사애어} 따른 

합의 내용약 변천은 결국 대와정책의 71 뺀에 어떤 긴장 내지는 갈등 구조자 존재한다는 것 

을 뜻한약. 이런 추론은 특별학 새로운 것은 아냐다. 마 E긍정치사를 승8잭하는 백1는 아런 추 

론이 이마 등장했다. 얘를 들어， 마국사를 ‘공민주의적 챔석툴 Civic Humanist 암aradigm’에 

넣은 포콕아 말한 ‘마커아벨리적 긴장 따achiavellian Tension’은 자유주의양 공화주쩍가 

마국사에 내지}되어 서로 갈등하고 긴장해 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포콕얘 따르면 야 마 

키아벨라적 긴장이 매국사에 주기적으로 나타난 개혁 운동확 모타브가 휠 것이다. 또 한텅 

턴도 마국사에재 개혁이념과 재혁운동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미국정치획 아념과 마 

국쟁치의 현살 간의 괴리를 없애려는 노력이 주기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윷 혀고 

있다 그가 미국정치를 ’현실과 어념 간의 괴라를 줄아려는 열정약 정치’ 즉 ‘정열적 산념핵 

정 치 Politics of Creε갱al Passion'라고 부른 이 유도 야 것 야 다 34) 

합의 구조와 병행해서 며국 대외정책사를 지배해 온 잘등 구조에 주목해야 할 까닭이 

얘기에 있다. 그런데 갈등구조를 이해하려면 마국정치에삭 갈등악 양상을 제도화사켜 온 

정당에 주목해야 한다. 왜 며국 대외정책의 갈등 구조를 정당과 연괜시켜야 하는가? 그것 

은， 이익， 이념， 지역， 제도， 그리고 갈등과 합의의 모든 요소를 역동적으로， 역사적으로 구 

현하고 있는 것이 마국의 경우에는 정당이기 때문이다.잃) 이 사실은 미국정치사의 전반적 

특정에서 비롯된다. 

첫째， 미국정치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의해 승패가 제도화된 선거정치다. 따라서 머연방 

의 정치채도는 얘초에 연방헌법에서는 애써 언급을 피하려 했고 규정하지도 않았던 정당 

을 정치의 축으로 만들어벼렸다. 

둘째， 이민의 역사나 이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개별 식민지들이 먼저 형성된 이후 이들 

간의 계약에 의해 연방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질적인 정치문화와 이익， 이 

념적 대립이 연방정치 무대에서 표출될 경우 그 유일한 채널은 정당이었다. 남부연합핵 연 

방탈퇴와 남북전쟁으로 미 연방이 붕괴된 것도 1850년대 이후의 연방정치에서 정당이 갈 

등을 표출힐 채널로서의 가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벼록 20세기에 들어오F서 덜해지기는 했지만， 연방정치 차원에서의 정당간， 지역간 

갈등을 일으킨 쟁점들은 대외관계를 둘랴 싼 것이 대부분이었다. 몇가지 예만 우선 들어보 

자. 1812년의 대영(對英)전쟁을 반대한 뉴잉글랜드 연방파들의 회합인 하트포드회왜는 이 

34) J. G. A. Pocock, The Machiα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AtlantÎc 

Republican Traditioη(Princeton ， N. J. 1975); S. P. Huntington, American Politics: πJe Promise 

of Dismrmoηy(Cambridge， MA., 1982)를 참조할 것 

35) 큰 비중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외교사 기술에 있어서 정당변수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 
로는 Stephen E. Pe!z, “A Taxonomy for American Diplomatic Historγ，" Joumal of Inter

disciplinαrγ Historγ， Vol. 19, No. 2(Autumn 1988), pp. 259 • 76, 특히， pp.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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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방파의 정치적 세력 소멸을 가져왔고 적어도 1820년대 중반까지 제퍼슨주의(파)가 연 

방정치를 지배하는 일당시대 Era of Good Feelings가 지속되게끔 만든 정치적 계기가 되 

었다. 그리고 남북전쟁으로 이르는 1840-50년대의 연방 분열과정 및 정당 재편 과정도 대 

외정책이 미국정치사의 결정적인 고비를 초래한 단적인 예다. 왜냐하변 남북전쟁도 당시 

미국연방의 외부에 있던 미편입지역의 처리 문제를 둘러 싼 정치적 갈등의 역사(즉， 1820 

년의 미주리타협에서부터 1않4년의 캔사스-네브라스카법안에 이르는 남북 간의 갈등)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방헌법 자체가 대외정책적 필요 

의 소산이었다. 1781년에 제정된 13개 주의 느슨한 연합규약인 연합헌장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미비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 권력의 필요성을 제창케 한 가장 큰 이유는 

독립전쟁 직후의 불안한 대외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즉，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의 탄생 자체 

가 외교적인 필요성에 기인했던 것이다. 미국의 외교사가 미국의 정치사와 별도로 기술될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이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사에 내재해 온 이념과 이익을 하나의 축으로， 그리고 합의와 갈 

등을 또 다른 축으로 놓고 두 개의 축을 서로 얽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 

되는 4개의 변수， 곧， 이념적 합의， 이념적 갈등， 실리적 합의， 실리적 갈등을 축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이 외교사와 정치사의 ‘분단’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툴과 관점에서 미국 대외정책사를 정리해보면 미국정당사에서 말하는 ‘정당체제 

사’에서 구분된 시대별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나 대외관계의 특성도 변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5. 전많의 틀 (I1I) - 미국외표의 개압주의 전톨 

미국외교사의 전개를 보는 기존의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대외정책이 고립과 개 

입의 성향을 번갈아서 표출해 왔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개입과 고립은 외형적인 

차이일 뿐이며 미국의 대외정책은 본질적으로 개입주의적 성향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보 

는 관점이다. 앞의 관점을 주기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뒤의 관점은 비주기론적 관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먼저， 주기론적 관점을 대표하는 클링버그의 관찰을 보자. 그는 독립전쟁 후 2세기에 걸 

친 미국외교를 고립주의적인 내향기 (Introvert Period)와 개입주의적인 외향기(Extrovert 

Period)의 주기적 순환으로 파악한다. 먼저， 클링버그는 사명의식 (Wor1d MissÍon), 그리고 

명백한 숙명 (Manifest Destiny) 관념을 외향기(개입주의)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36) 한편， 

대외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엘리트들의 인식틀이 20-30년 단위로 변해왔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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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킨은 개입주의적 인식틀과 고립주의적 인식틀이 교행해 온 이유를 보다 실제적인 데서 

찾고 있다. 즉， 어느 한 인식틀이 지배적인 외교정책의 틀이 되다가 외교적 위기나 실패를 

겪으면서 반대의 인식이 득세하게 되며 이것이 세대교체라는 물리적 요인과 맞물려서 결국 

새로운 인식틀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과정이 20-30년을 단위로 해 

서 반복됨으로써 미국외교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번갈아 표출해 왔다고 한다.37) 그런데 

그에 따르면 독립 이후부터 1880년대까지는 미주대륙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인식틀 즉 대륙주의적 패러다임 (Continental paradigm, 고립주의)이 지배적이 

었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교행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 

래서 1890-1910년대까지는 개입주의적인 제국주의적 패러다임(Imperial paradigm, 카라브 

해， 아시아에 대한 팽창， 문호개방정책， 1차대전)， 1920-30년대는 다시 고립주의적인 베르 

사이유 패라다임 (Versailles paradigm), 1940-1960년대는 개입주의적언 진주만 패러다임 

(Pearl Harbor paradigm), 1970년대 이후는 다시 고립주의적인 베트남 패러다임(Vietnam 

paradigm)이 미국 대외정책 엘리트들외 인식을 교대로 지배해왔다고 풀이한다.잃) 

이상과 갚은 주기론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고립주 

의와 개입주의의 본질이 같은 것이라고 보는 e]주기론적 관점은 미국 대외정책의 전개 패 

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미국의 특질 즉， ‘매국적 이 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교행은 외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독랩혁명을 전후한 원초 

적 고립주의는 부패한 구대륙과 절연함으로써 미공화국외 이념적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것 

이었고， 이후 주기적으로 일어난 대외개입 성향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보아는 비미국적 

인 제도와 이념을 미국적언 제도와 이념에 맞게끔 고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또 전세계에 전파하려는 신념언 ‘자유주의적 절대주의(뼈oralistic 

Absolutism)’가 미국의 대외관에 투영되어 왔다고 보는 하아츠 같은 역사가에게 있어서 고 

립주의와 개입주의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39) 이것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어 ‘머국 

36) 내향기는 1776-1798, 1824-}없4， 1871-1896, 1918-1940, 1잃7 이후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외향 

기다 내향기의 평균 길이는 21 년， 외향기논 평균 27년이다 Frank Klingberg, Cyc/irul Trends in 

Ameri∞n Foreign Policy Moods: The Unfolding 01 Ameriru’'s World Role(Lanham, MD., 1983), 
pp. 2• 3. 클랭버그는 내향기와 외향기가 주기적으로 교차하는 원인으로 세대교체， 국제적 긴장의 유 
무， 미국의 이상윤 설현하는 데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 등을 들고 있다. pp. 15• 7. 

37) Michael Roskin, “From Pearl Harbor to Vietnam: Shifting Generational Paradigms and Foreign 
Policy," in G. John lkenberry, ed., Amerirun Foreign Policy: Theoretirul Essays(Genview, Ill., 
1989), pp. 539-60‘ 그러나 로스킨은 클링버그와는 탈리 주기콘을 미국 대외정책사 전반에 적용하지 

는 않고 20세기 이후에만 적용한다 왜냐하면 그는 북미대륙 내에서의 팽창에 전념했던 19세기까지 

의 미국 대외정책은 고립주의로 단정하기 때문이다. ibid , p. 552. 
38) ibid , p. 553 
39)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η ... , pp.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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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American Spirit)’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존 련사 아담스 대통령(1825-1829)의 

주장을 연상케 한다.40) 달리 말하변 고립과 재입은 상극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쩍형만 

바꾸어 옹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이라는 통전의 양 변에 불과한 것이다 41l 마국외교사에 나 

타난 고립주의는 십자군주익 (crusading spirit) 즉， 개입주의와 동일한 것이며 전통적으로 

유럽은 개입주의 시대의 미국보다는 고립주의 사대의 미국을 더 경계했다는 지적도42) 이 

와 같은 직관에서 나온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는 양극에 서 있는 것이며 서로 절충될 수 없는 외 

교적 성향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념적인 차원이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립주의적 성향 

과 자유주의적얀 개입 성향은 상당히 유사하다 .... 러너 Max Lemer가 지적했듯이 고립주 

의와 개입주의의 큰본 목적은 같은 것이었다 즉， 미국적 자유와 민주주의， 복지확 안녕을 증진 

하는 데 도움이 펼 수 있는 조건을 세계적으로 마련하려는 목적뿐”연 것이다 "~3)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기론적 관점이나 비주기론적 관점이 각각 한 측면에서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사 자체의 주기성44)에 대한 기존의 가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대외 

정책의 주기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제 l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건국 배경 

이나 과정이 당시 미국 식민지연합의 대외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선 

거정치라는 미국정치제도의 특정 때문에 대외정책과 정당정치 대외정책과 선거정치간의 

연관성은 가히 운명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심판이 정기적으로 처뤄지는 선거정치에 

서는 정치적 승패와 함께 대외정책의 주류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가 일정한 규칙성을 보일 것이라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 

문재는 주기의 내용이다. 

다음， 비주기론은 개입과 고립의 외형상의 차이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그리 

40) Nonnan A. Graebner, ed., Ideas and DiplomaC)ι Readings in the Intellectual Tradi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New York, 1964), pp. 88-9 

41) 권용럽미국-보수적 정치문명의 .. ~， p. 218 
42) Raymond Aron, The Impεrial Republic: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1945-1973, trans. by 

Fra띠‘ Jellineks(Cambridge, Mass. , 1974), pp. xxii-xxiv‘ 

43) Cecil V. Crabb, Jr. , Poliζy-l'vlakers and Critics: Coηflicti.ηg Theories of Ameri∞n Foreigη Policy, 

2nd edn.(New York, 1986) , p. 190. 비주기론은 미국의 예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을 세계 

의 구원자， 모범으로 보는 인식， 자유주의적 절대주의， 사명의식， 명백한 숙영 관념 등이 마국 대외정 

책의 일관된 전통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비주기론의 전제다 그리고 주기론 증에서도 클링버그 류의 

이론 역시 미국의 예외성을 전채로 깔고 있다 왜냐하면， 클링버그는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동인의 하 

나로 미국의 이상을 실현히려는 욕망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F. κlinberg. Cycliml Trends ...... , pp. 

18-9. 
44) 미국사의 주기론에 대해서는 권용립， “현대 미국의 미시 변통 ", pp. 284-9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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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벼주기론외 전채가 와는 마국 대외정책의 에핵쩍 특질도 블명하 있다. 다얀 고립주왜파 

개입주외의 본질이 겉-다고 보는 벼주거론은 고립과 재입외 공통환 바탱， 즘 이엽적 요인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다. 왜냐하연 고립과 개업약 공통월 바탕도 중요하지만 거 

존의 이분볍에서 무엇을 고립 또는 재입으로 자칭하는 것인자를 살펴 봄으로썩 역설적g 

로 고립과 개입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째푼이다. 

결론부터 말하변， 머국이 북미대륙 내부， 또는 미주대륙 내부왜 문채에 전념하고 유랩왜 

문채에 대해 재입하지 않는 것을 고립주의라고 청하는 기촌힐 재념 규정얘 문채가 있다ν 

첫째， 기존왜 재댐은 ‘현재’왜 관점에서 ‘과거’를 규정혀고 있다9 즉， 18세기 후얀· 당샤 마합「 

중국의 국경선 외부에 있었면 지역(그것이 텍사스든， 플로택다든， 오례곤이든)을 애초부핸 

ul 합중국 영토였던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삭 월해는 미국의 와부에 었었댄 지역까지 

마국의 내부로 보는 관접， 즉 ‘현재적 관점냉)을 탈피택지 못했다. 둘째， 유럽에 대한 정책 

만을 기준으로 해쩌 고립과 재업을 구별혀는 유합 중심주확를 탈파핵-지 못했다. 1823년양 

먼로선언은 유럽에 대해서만 고립주택 정책을 천명했표 벼주대륙에 대챔서는 사실상 패권 

적 기}압주의를 천명한 것이었는데도 먼로선언이 며국 꽤외정책와 전통인 고립주의획 원형 

언양 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고립댐 개념이 애초부터 이렇게 편파적인 것아었기 때 

문에 19세기 말 아후 시작완 해외팽창과 그 이전의 돼륙내부팽창을 불연속적으로 본 쳤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아다 고립주왜적인 19세기까지의 왜교확는 다른 팽창주의적언 ‘산외교 

(New Diplomacy)’가 19세기 말 이후 맥킨혀꽤통렴과 τ. 루즈펠트대통령빽 정책을 효사로 

해서 확립되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펼파적인 이분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였다. 

따라서， 반드사 합의사학악 관점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고립과 개입의 본-질적 동질쟁은 

사실 차원에서 확연할 수 있다 즉 마국와교시-에서 ‘고립’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었 

는지를 다시 따져보변 미국외교사는 일관댐 팽창 성향에 지배되어 왔다는 것을 확연하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액보지 

초기 미연방의 외부는 오늘날의 며국 국정을 기준으로 한 외부가 아냐다.46) 곧 며국 때 

외정책의 전통으로서 미국의 팽창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머국 대외;생책사 전반부인 

19세기 말까지의 팽창， 즉， 복며대륙 내부애서의 팽창(Continenta1 Expansion과)47) 그 이후 

45) 이것은 냉전기원에 관한 미국외교사가들의 광점이 보여주는 결함 중의 하나로 Geir Lundestad가 지 

적한 ‘현재주의 presεntism’와 유사한 데가 있다. Geir Lundestad, “Mor왜ism， Presentism, Excep

tionahsm, Provincialism, and Other Extravagances in AInencan Writings on the Early Cold War 

Ye않s，" Diplomatic HistOTγ， Vol. 13, No. 4(Fall 1989), PP. 530-3 
46) 북미대륙 내부의 팽창과 해의팽창을 둘 다 얘외팽창으로 보는 것， 즉 독립전쟁부터 u]-스페인 전쟁 

까지의 영토확장 정책을 모두 다 ‘Foreign Commitment’로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Walter 

Lippmann, U 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dBoston, 1943), pp. 11-26. 
47) 북마대륙 내부에서의 팽창 비-팅이 된 것은 미연방 전국 직전애 제정된 ‘1787년의 서북영토조례 

Northwest Ordinance of 1787’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용랩마국 보수적 정치문영의 .~，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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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팽창인 해외팽창(Overseas Expansion)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대륙내부의 팽창 

은 먼저 제퍼슨의 ‘농업제국’48) 이념을 확립한 계기가 된 루이지애나 매입(1803년 )49)에서 시 

작해서 l없5년 포크대통령의 텍사스병합(Texas Annexation)50l, 1없6년의 오레곤(Oregon 

Territory)을 둘러싼 영국과의 분쟁51) 1없8년의 멕시코령 할양(Mexican Cession), 1853년 

의 켓스덴 매입 (Gadsden Purchase)52) 1867년 알래스카 매입으로 이어진 미국연방의 팽창 

을 지칭한다. 한편， 해외팽창은 흔히 고립주의에서 개입(또는 팽창)주의로 선회한 분기점으 

로 꼽아온 1898년의 미 스페인 전쟁을 비롯해서， 1차대전 참전， 2차대전 참전 및 전후 세 

계질서 주도， 소련봉쇄， 한국전， 윌남전을 비롯한 제3세계 지역분쟁에의 개입， 특히 1820년 

대의 먼로독트련에서 시작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미국외교의 역사를 옮어볼 때 나타나는 현저한 경향은 대외팽창이다. 따라서 

19세기 말까지의 미국외교의 기조를 고립주의로 보고 20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미국이 팽 

창 또는 개업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인식은 미국외교사를 바로 보는 데 장애가 된다. 이 

러한 연식은 북미대륙내부에서의 팽창정책은 대외정책이 아니라 국가형성정책에 불과하다 

는 며국의 시각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멕시코나 인디언의 땅은 전쟁과 무력을 사용해서 

땅을 빼앗았지만 유럽국가들이 소유한 땅은 협상(오레곤)이나 매입(루이지애나)을 통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미연방의 영토 확장은 분명히 팽창주의가 아니었 

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이 천명한 ‘번거로운 동맹 사절(No Entangling Alliance)’ 원칙과， 

48) 미국사를 보면 건국 전후부터 있었던 연방파와 공화파(반연방파)의 사상적 대립은 팽창관의 차이에 
서도 나타난다 해밀턴을 중심으로 한 연방파가 미국의 미래를 상업제국으로 보았다연 애초부터 상 

엽 이념의 타락성을 공화주의의 엽장에서 경계한 제퍼슨 중심의 반연방파는 미국의 팽창 자체를 경 

계했다. 그러나 제퍼슨은 대통령 당선 (1800)을 전후해서 타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역사 

가들이 ‘농업제국’의 이념， 또는 ‘자유의 제국’ 이념으로 칭하는 제퍼슨의 팽창이념이다 이에 대해서 

는 권용립미국-보수적 정치문명의 .~， pp. 223• 4. 
49) 미시시피 강 서쪽에서부터 록키산맥 동쪽까지의 광대한 지역을 1 ，500만 달러에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것 루이지애나 매입 협상은 제퍼슨과 당시 국무장관이던 에디슨(James Madison)이 프랑스의 나폴 

레옹 1세에게 매각을 권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루이지애나(Louisiana Tenitory) 매입을 위한 제퍼슨 

과 메디슨의 팽창정책과 전략을 간결하게 보려면， Walter LaFeber, πJe Ameriαm Ag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t Home and Abroad since 1건O(New York, 1989), pp. 52-4. 

50) 1820년대부터 소수의 미국인이 텍사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839년 이들은 멕시코 정부의 간섭(종 

교， 노예제 문제)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텍사스공화국 Republic of Texas을 선포했다 이후 텍사스공 

화국의 연방 편입을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 간에 대립이 있었으나 1845년 말 미연방에 합병되었다. 

51) Adams-Onis 조약(1818년) 이후 영국과 미국이 공동관할하던 오레곤지역(지금의 오레곤주， 워싱턴주， 

캐나다의 프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에 걸친 지역)을 둘러싼 영국과의 분쟁. 1845년 포크 James Polk 
대통령은 요레곤 지역을 양국이 남북으로 분할하되 미국이 북위 54도 30분까지 차지하겠다고 제의함 

으로써 영국의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상원이 결의안 형식으로 영국의 49도선 제의를 받아들임으로 

써 합의를 이루었다. 1없6년에 조약으로 성문화된 이 조약은 상원이 협상하고 대통령이 비준한 ‘거꾸 

로 조약’의 표본이다. 오레곤 분쟁 또한 미국의 영토팽창 성향을 보여 준 예다. 

52) 멕시코주재 미국공사 James Gadsden이 피어스 대통령 Fra뼈in Pierce의 지시에 따라 지금의 아리 

조나주와 뉴멕시코주 남부를 이루는 지역을 멕시코정부로부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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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로독트련외 ‘불개입 (Non-Intervention)’ 원칙은 앞에서 말한대로 어디까지나 유럽에 대한 

불개입과 유럽정치로부터의 고립만 천명한 것이다 즉 먼로독트린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 

의 중남미 개입사만 봐도 미국의 외교는 팽창 성향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미국외교사 전반에 걸쳐 팽창의 전통이 통시적으로 존재한다고 전제하면 주기론 

과 비주기론의 이론적 상충 가능성도 줄어든다. 즉， 팽창이 미국 대외정책의 일관된 전통 

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어느 시대에 어떤 유형의 팽창이 어떤 지역올 대상으로 해서 있어 

왔는가?"라는 식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며국 대왜정책사를 팽창 유형외 주기적 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얘거에 있다. 

6. 해 톨훨 볼 며필오l .ill의 흐률 

미국외교의 지난 행로를 한 눈에 설명할 수 있고 또 국내정치적 요인을 변수로 며국외 

교의 행로를 예측하기 위한 머국외교사 해석의 새로운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논의에서 미국외교외 ‘주기’는 대재 채입주의와 고립주의의 교행을 뜻하지만 

사설 ‘개입’ 즉 ‘팽창’은 일관된 추세였고 다만 팽창의 성격만 주기적으로 교행해 왔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외교의 전통을 고립주의라고 보는 인식의 바탕이 되어 온 유 

럽중심주의나 현재주의 (presentism)의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미국외교사의 통시적 

전통으로 거론되어 온 고립주의는 사설상 팽창주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미국 국사학에서 미국사를 해석할 때 사용해 온 ‘합의’ 또는 ‘갈등’을 둘 다 

외교정책샤 해석에 적용한다. 즉? 먼저 ‘합의 1양 ‘갈등’을 한 축으로 놓는다. 그 다음 ‘이념 

(Ideology)’과 ‘이익(Interest) ’ 그라고 ‘저1 도(Inst뼈ltion)’ 등을 또 다른 축으로 놓는다. 그렇 

게 해서 두 축을 서로 엮으변 머국외교의 주기적 행태 변화와 시대별 특정 그려고 일관된 

추세를 추적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이념적 합의(복합적인 우월의식 등 미국 정치문명 

의 특정)와 이념적 갈등(식민시대에서 연원하는 지역간， 정치문화적 갈등)은 각각 머국외 

교의 i전통’(팽창 성형:)과 ‘주기’로 나-티-난다. 이를 그램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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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nationalism 
먼로주의 

인종주의 

‘명백한 숙명’ 

O!댈 

공화당 이념=시장의 확장 

민주당 이념=영토의 확장 

반공 
…-------------←-------용 쩨도책 점훨 Imperial Presidency 

함에(팽창) 

중립 및 

교역의 자유 

꺼7 

@ 
@ 

OI Q.J 

지역(남-북) 대립 관세， 

통화분제를 둘러 싼 

국내정치적 대립 

감툴(주기) 

〈그림 설명〉 양대 정당의 어념 차이를 초월한 이법적 합의는 2/4분면의 내용， 즉 먼트릎주 

으1. 인종주의， 웰빽한 숙명의 관념， 반꽁(20서|기 01후)01 다. 또 이익의 갈등 

을 초월한 함와쉰 팽창이며 그 내용은 3/4분면때 냐타난 교역자유의 원척， 

뚫럽 원칙 틀마다. 반면， 양대 정당의 에업적 차이는 외교정책에얘 대처|로 시 

장 확장주의(공화당)와 이덮 확장주의로 번갈아 나타났다(1/4월면) . 양 정당 

의 01 익 갈등은 DI쭉점치사의 성객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영역인데 구처|적E프 

로는 남-북간의 이익 대립， 관서| 및 통화문제를 둘러 싼 대립올 말한다. 01 
갈등은 이넙적 칼등과 아물러서 미국 외교정책와 주기성용 만툴어 냈다. 끝 

으로， 이러한 합의， 갈등과 상관 없이 일관퇴계 체속 。 강화도|어 온 쩌I s=.적 전 

통이 란 대통형외 쩌|왕권 imperial presidency 전통， 죽 며쭉 대통형외 외교권 
이 서l월이 훌러모면서 점점 더 강화되어 온 전통을 일킬는다.염) 

이제 정치사(정당체제사)와 연관되어 새롭게 해석된 며국 외교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힌볍 재정 전후에서부터 헌로독트린에 이르는 기간， 즉， 미국 

대외정책사의 초기얘 연방파와 반-연방파는 친영 대 친프랑스， 중앙집권적 성향 대 분권적 

성향으로 대립했다. 또 연방파악 기반은 뉴잉글랜드였고 반연방파의 기반은 버지나아를 중 

53) 여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권용립미국대외정책사~， pp. 74←8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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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냥부였략‘ 한편， 당샤 양 정파외 01 념과 ó1 익쩍 협-확 내용은 충립” 자유교역획 

원칙어었다. 구체적얀 갈등댐 양쌍은 유럽전쟁(나폴레옹천챙)에 대한 정책， 그라고 새뿌로 

왜 팽창(제퍼슨의 루여자애나 빼업과 야에 혜헌 연방파의 반짧)을 둘핵 싸고 일애났다. 특 

하 1815년악 하트포드회획는 대영전쟁 문제를 벼롯한 연항정부(당사는 책퍼슨의 당파가 

장악)의 대외정책 전반에 때한 연항파의 맨발을 집약한 것이빽， 하트포드회핵 결과 연팽-파 

가 몰락하는 과정온 당사외 대외정책 갈등구조와· 국내정치획 갈등 구조겨 일차항을 보C냉 

준다. 그려고 이 기간에 며국 대외정책의 준껴로 풍정한 것야 먼로선언이었고 。1 휠칙은 

이후 양대 정당 간의 갈등 구조를 초월한 초당적 전통으로 확립된다. 

둘째， 남부 그라고 민주당의 이념과 이익이 영토 팽창의 전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명핵 

게 보C잭 줍 사대가 1830년대에서 남북전쟁사까지 어르는 ‘민주당 우쩨왜 정당채제， 2nd 

Party System’ 시대다 이 샤대는 인디언， 텍샤스， 요해곤 국경 문제에 때한 마 연방의 적 

극적 정책으로 민주당의 팽창 이념， 즉 ‘땅의 팽창’야 구현펀 샤대다. 그리고 정당 댐웹 및 

정당체제 재편의 계기가 완 펙사코와의 전쟁 헥사스병합 등 포크대똥령의 연방확장 정책 

은 미편입지역의 노예체 도입 문제를 둘러 싼 해묵은 갈등 구조를 이:기했다. 결국 l짧g년 

아후 연방은 분열되기 시작했고 기존 휘그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의 이합칩산 

을 거쳐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대정당 체제가 확립된다. 

셋째，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배함으로써 연방의 주도권이 북부，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념인 영토팽창 대산 공화당의 팽창주의 즉 상업 팽창주의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대체로 186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지속된 이 시기(1861-

1896년간의 3rd Party System, 그라고 1896-1932년간의 4th Party System)는 미국 자본 

주의의 팽창기， 즉 도금시대(鍵金時代)를 포함한 시대이며 사장에 대한 욕구가 미국 대외 

정책왜 주요 동인으로 작동한 시대였다. 중미에 대한 팽창정책， 파나마 운하， 그라고 무엇 

보다도 대륙팽창악 전통에서 해외팽창의 전통으로 전환헌 사실 등이 이 사대 미국 대외정 

책의 성격을 말한다. 

그런데 1896년 이래， 즙， 납부가 민주당? 북부가 공화당의 기반으로 확립된 소위 ‘1896년악 

체채’가 성립하변서 맥킨리대통령이 사범을 보인 대통령권왜 확대 경향이 본격화되었고 이 

후 마국 때외정책을 둘랴싼 정치적 갈등 구조는 이악보다 이념의 영역에 더 집중되는 경향 

을 보이기 사작했다. 뒤집어 말하면， 미국 대외정책에 관한 의회의 견제력이 약화된 현실에 

샤 대외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의 반도가 일단 증때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외정책 

이 일반인들의 이역에 직접 영향을 마치고 또 머국인들이 살던 ;영계약 언접한 지역의 문제 

였던 19세기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나 유렵이 외교적 현안으로 등장한 20세기에는 

대외정책 현실이나 그 결과가 미국얀들이 직접 볼 수 었는 언접 지역아 아년 원거랴에서 일 

어나게 되었고 또 외교의 결과도 의회가 돼변략는 열반 마국안들의 삶이나 야익에 직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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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엉) 어쨌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까지는 공화당과 

동북부 주도의 해외팽창정책에 대한 민주당과 중서부 포풀리즘의 반발， 즉， 동북부 공화당의 

제국주의와 중서부 민주당의 반제국주의 간의 마찰이 갈등의 주종을 이루었다.닮) 

일차대전을 전후해서는 민주당의 윌슨이 확립한 20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전범， 즉 이상주 

의적이고 공셰적인 대외정책 전범이 확립되었고 이 때문에 이 시기의 갈등 구조는 국제연맹 

가입 문제 등을 둘러 싼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마찰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합의 

내용은 여전히 시장의 확장이었다. 특히 1920년대의 제한적인 고립주의 정책에서 나타나듯，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인 개입과 팽창， 즉 국제주의의 전통을 확립했다. 또 19세 

기 말의 인종주의， 사회진화론， 군사체제의 정비 등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외 변환을 준비 

하는 것도 이 시대의 합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이 1차대전과 1920 

년대가 미국 대외정책사에서 갖는 의미다. 1910-20년대도 크게 보면 공화당 우세의 정당체 

제시대에 포함되지만 일차대전을 계기로 해서 윌슨이 구축한 도덕적 패권주의는 후일 즉 

1930년대 이후와 냉전시대 대부분에 걸쳐 며국 대외정책을 규율하게 될 하나의 전통을 만들 

어 놓았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와 같은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성향이다. 원래부터 이념 

적으로 팽창 성향이 강한 미국의 문명적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윌슨이 표방한 ‘외교의 민주 

화’는 곧 미국식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20세기의 미국 대외 

정책， 특히 실익 챙기기에 비중을 두는 공화당보다는 도덕성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대외정책 

전통을 만들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이 거창한 도덕적 명분을 내 걸고 

큰 전쟁에 개입한 때는 모두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딘 시대였다. 곧， 윌슨이 확립한 

20세거 미국 대외정책의 전통 중의 하나가 ‘도덕적 패권주의’였고 그 이후 일관되게 나타난 

미국의 현시욕(顯示愈)도 대개 민주당이 대외정책을 주도한 시기에 더 강했다. 

넷째，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다시 민주당 우위의 시대 (5th Party System, 또는 

New Deal Party System)q. 이 때 미국은 세계제국이 된다. 그 계기는 군사， 경제， 이념 

적 패권이 융합된 2차대전과 프랭클련 루즈벨트의 정책이었다. 또 이 때는 미국의 이념으 

로 세계를 교화하고 또 비미국적인 것을 응징하려는 대외정책 기조가 합의 a 유지된 시대 

다. 특히 냉전적인 대결구조를 강조하면서 대외정책은 군사전략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공화당이 우세했던 1860-1920년간과는 달리 이익보다는 이 

념， 실리보다는 영광이나 패권의 가치를 더 높이 사는 전통이 마련되고 유지되었다. 즉， 윌 

슨주의의 전통이 변형된 가운데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 시대 미국 대외정책이 대외적으로 

54) W. LaFeber, “ The Constitution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 Interpretation," in D 

Thelen, ed., The Constítution and Ameri.αIII Life (Ithaca, N. Y., 1988), pp. 41-2. 
55) Richard F. Bensel, Sectionnlism and American Politiml Development: l &S'O -1980(Mac!ison, WI., 

1984), pp. 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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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영도력을 중시하는 패권 지향성을 보이게 된 이유는 미국사 자체에도 있다. 우선 

이 시대는 민주당(그리고 공화당)의 성격이나 성분 변화가 일어난 샤대다. 전통적 자유주 

의는 국가권력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철학이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연방정부의 강력한 정 

책， 즉 국가권력의 강화 현상이 펼연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 전통적 자유주의와 거대한 

국가권력외 공존 가능성을 인정한 새로운 자유주의 즉 뉴딜자유주의가56) 대두했다. 그리고 

이 뉴딜자유주의 즉 거대 국가권력 지향성은 대외정책에 투영되었다. 그 결과 재국주의적 

패권정책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자리잡게 된다 즉， ‘시장의 확장이냐 아니면 영토의 확장 

이냐’라는 19세기의 갈등 구조가 사라지고 그 대신 미국의 영도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목적을 둘러 싼 갈등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이 세계를 영도해야 한다 

는 합의 자체는 일단 성립했고 이제 갈등은 대외정책 합의의 틀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 

다. 즉， 반공과 패권을 협의의 내용으로 한 2차대전 이후 미국외교 내부의 갈똥은 방공정 

책의 강온을 둘러 싼 대립， 또 대외정책의 도덕성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깐， 이악간 

의 갈등에서 비롯한 전통적인 갈등보다는 합의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초점을 맞 

춘 갈등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다. 

다섯째， 197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1980년 이후의 대통령 선거 결과， 그 

리고 1994년의 중간선거 결과는 모두 다 외형적으로 공화당 우세의 정당체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주당 우세의 뉴딜정당체제가 끝나고 공화당 우세의 새로운 정 

당채제가 시작된 기점이 1980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당체제주기론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 

다. 그러나 1994년의 중간선거 결과는 어떤 형태든 정당체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암시한다 57) 따라서， 1980년을 기점으로(사실 미국사회외 보수화는 1960년대 후반 이 

후 누적된 것이지는 하지만) 미국정치와 사회의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부언할 수 없 

다. 그리고 이것은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미국 대외정책의 조정국변(개입， 팽창 성향 

의 둔화)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즉， 이념의 확장보다는 이념확 보전， 그리고 패권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19세기 후반의 전통이 부활하고 있다는 감을 준다. 레이건의 공격적인 반 

공， 반혁명정책은 분명히 미국의 패권에 대한 향수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그 향수를 정치 

적으로 이용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미국 대외정책이 실제로 더 강 

경해지고 패권주의적이지는 않았다. 외교에만 국한시킨다면， 레이건 시대의 공화당은 민주 

당이 주도한 정당체제시대의 잔영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소련과 공산 블럭 

의 붕괴， 비군사문제의 정치적 중요성 증대로 집약된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미국외교의 

56) 이에 대해서논 권용립， “현대미국의 미시변동 ”플 참조. 

57) Nonnan J Ornstein and Amy L. Schenkenberg, “The 1995 Congress: The First Hundred Days 

and Beyond," PSQ, Vol. 110, No. 2 (Summer 1995), pp. 1&3• 206, 특히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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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은 걸프전과 새계무역기구 Wτ0， 북며자유무역협정 NAFfA의 성립， 세계금융헤집악 

선도 등으로 표상되었다. 이는 패권 지향적인 일방적 과시 대신 실려를 챙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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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요에 따 

른 팽창과 명분있는 개입을 지향하는 19세기 후반의 공화당 외교 즉 협그주의 전통을 연 

상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대와 닿는 현 시대의 대외정책 갈등 구조양 합의 내 

용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군사적 경제적 패권 유지와 만회를 위한 합의는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지위 유지의 한계비용을 둘러 싼 갈등이 주가 될 것이다.많) 

7. 월폼-향후 연구찍 요체 

21쩨지 띠국외교의 실제를 전망하기 위한 향후의 연구를 전획서키기 위해 펼요한 몇 가 

요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정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외교를 주 

기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기존 연구들은 미국외교사익 특정을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의 

행으로 보고 또 미국외교의 

교 

지 

피
 샤
 

f 
<

58) 민주당과 공화당 우세 시대의 성향 차이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연방 정당 

체제 주기와 외교정책 기조의 주기가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외교정책 주기， 

정당체제 주기는 다음과 같다 

고립주의적인 경향에서 특정을 개입보다는 오히려 역사적 

〈표 1) 정당체제 주거표 

우세(열세)정당 

연방파(공화파) 

민 주(휘 그) 

공 화(민 주) 

공 화(민 주) 

민 주(꽁 화) 

공 화(민 주) 

긴 

1789-1800 
1828-1854* 
1854-1896 
1896-1936 
1936-1980 
1980-

기 Pariy System 

제 1정당체제 

제2 

제3 

제4 

제5 

제6 (?) 

〈표 2) 대외정책 주기표 

려l 

루이지애나매입，먼로선언 

멕시코전쟁， 텍사스병합 

중마， 아시아， 태평양 

반공， 반소 

사 대외정책 추세 

중협， 자유교역이염 

영토팽창， 지역패권주의 

영토팽창 

해외팽창， 시장확장 

이념， 군사적 패권 

Globalization of America 
조정 추세 

휘그적 실리주의의 부활 

신패권주의 
~~、~~~-~~~.~∞ I ∞:

연방파 

민주(제퍼슨)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주도정당 

공화당 1980-

간 

1789-18αo 

1800-1828 

1828-1860 

1861-1932 
1933-198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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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연방 확장의 역사도 궁극적으로는 외 

교사의 푼제다. 따라서 당연허 미국의 외교사는 일관휠 팽창(개입)의 역사다. 다만 시대별 

로 팽창의 내용과 대상이 변화해 왔을 뿐이다. 다사 말해서 미국외교사의 저변을 흐르는 

역사적 추새에 벼추어 보면 재입주의(또는 선전적 의미의 국제주의 Intemationalism)와 고 

립주의는 통일한 것이다. 즉 고립주외도 본질적으로는 팽창주의(개입주의)임을 미국외교사 

를 통해 논증할 수 있고 팽창과 개입의 시대별 내용(영토， 사장， 아념) 및 특징도 명확하거} 

정리휠 수 있다. 

둘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정치의 현재한 체도적 특징은 양당제의 안정된 존속이 

다. 특히 정치적 승패가 선거를 똥해서만 판가름나는 ‘선거정치’를 특짐으로 하는 미국정치 

에셔의 주 변수안 정당세력 판도를 고핵하지 않으변 며국핵교정책 경향의 변화를 야기하 

는 숨은 기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적어도 냉전기까지는 미국의 공화당과 엔주 

당은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에 있얘새 상호구분되는 특정을 각각- 보여 왔다(공화당-사장 

확장， 민주당-영토 및 이념 확장). 또 며국왜교외 팽창주의적 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외교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제왕권 전통’과 그 바탕이 된 연방헌법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도 미국외교사의 행로를 이해하는 데는 빠질 수 없다. 특히 이 제도적 전통이 21세기에 

는 어떻게 지속되고 또 변화할 것언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미국외교의 역사는 정치시대별(정당체제시대별)로 변해왔다 그러 

나 그것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가 반복해서 교차해온 것이 아다라 일관된 팽창 성향 또는 

개업주의가 정치시대별로 내용을 바꾸어 온 것이다. 즉 영토의 팽창01냐 시장의 확장이냐 

라는 점을 기준으로 교차해 온 것에 불과하다. 

이 글은 미국외교를 전망할 역사적 바탕을 체계화시키려는 시론이지만 냉전 이후 따국 

외교의 전체 행로를 정책분석만으로 섣불리 예측하는 실수를 막자는 의도도 있다. 즉 미국 

외교가 선전적인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것도 아니고 마국왜 힘이 쇠퇴한다는 표피적 판측 

에 현혹되지도 말자는 것이다. 탈리 말하변 21세기에 들어가서도 미국외교는 여전히 세계 

지향적이고 개입주의적언 냉전샤대외 태도와 관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외교의 흐 

름’에샤 읽자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1980년 이후에 뉴딜정당채제를 대신할 새로운 

정당체제가 시작되었는지에 돼해서는 아직 정설을 가려기 힘들지만 19세기 후반 공화당 

우세의 정당체제 시대에 미국외교가 보얘준 ‘시장외교’의 전통， 즉 시장 확장주의의 전통이 

1980년대 이후 미국외교에서 세계시장， 특허 세계금융사장에서의 헤게모니 확장을 시도하 

는 양태로 부활하고 있다는 사살과 1980 1건때 이후 미국쟁치확 보수화(공화당 우세화의 경 

향)가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일단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미국외교의 전망을 위한 쐐 깨의 틀을 통해서 밝혔지만 미국외교의 장기적 전망을 위해 

서는 미국 자체흘 지역연구왜 다}상으로 놓고 그 역사적 기초와 흐름을 핵석하는 태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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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문명의 이해)， 미국연방정치의 실제 작동 과정과 외교정책이 연관되게끔 하는 미국 

정치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이익과 이념， 합의와 갈등의 조합)， 미국외교 자체의 속성(개 

입주의)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외교를 미국정치의 흐름과 

별개의 것으로 상정하는 태도 즉 좁은 의미의 ‘외교정책’적 시각이 지금까지 미국외교를 

분석하는 주류가 되어왔음을 돌이켜 보고， 미국정치사와 외교사를 한 데 엮음으로써만 미 

국외교의 장기적인 추세가 더 뚜렷하고 쉽게 파악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게 된 

다.59) 이렇게 보면 향후 미국외교를 실제로 전망하는 준비 작업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미국연방정치의 추세다. 왜냐하면 다른 두 개의 틀은 현실 점치나 외교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거시적이고 역사학적인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 

게 해서 세 개의 틀을 중심으로 20세기 말까지의 미국외교가 보여준 시대별 특정 및 그 

변화 패턴 또는 주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 미국외교가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전망할 장기적인 분석틀을 다듬어 낼 수 있 

을 것이다.60) 

각주에 나오는 단행본 중에서 ‘CHAFR’은 다음을 줄여 표현한 것이다. 

Warren 1. Cohen, ed., The Cnmbridge Histoη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4 

vols. (New York, 1993) 

V 0 1. I: Bradford Perkins, The Creation of Republimη Empire, 1776 -1865. 

V 0 1. TI: Wa1ter LaFeber, The Americαn Search for Opportunity, 1&줬 -1913. 

Vol. III: Akira Iriye, The Globalizing of America, 1913 -1945. 

Vol. N: Warren 1. Cohen, America in the Age of Soviet POωer， 1945 -1991. 

59) 소련 해체 이후의 미국외교를 원칙과 거시적인 외교 전략이 없는 ‘반응외교 reactive diplomacy’로 
환원시켜 보는 기존의 시각은 단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21세기 미국외교를 장기적으로 전망하 

는 데 장애가 된다 오히려 미국외교정책의 전반적 패턴과 그 변화 추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미국외교에 관한 지역별， 사안별 전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60) 탈냉전시대 즉 21세기 미국 외교의 행보를 예측하려는 몇 가지 가설을 다시 유형화시키면 미국이 지 
금까지 보언 개입 행태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후퇴(내지는 개입 행태의 변화)를 유연하게 추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따지는 거시 가설과 미국 외 

교가 당연한 분야별 사안(핵 레짐， 전략， 환경， 지역， NGO, 기술， 교역 등)에 대한 기본정책노선을 구 
체적으로 전망하려는 미시 가설로 나닐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두 수준을 엄밀히 구분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외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기존의 이분법 Onterventionism vs. Isola 
tionism, Unilatera1ism vs. Multilateralism)을 차용하는 것 이 편 리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