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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비교정치학의 핵심 주제라면 평화는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 다. 양자를 결합한 “민주적 평 화(democratic peace)" 

의 논의는 냉전 이후 국제정치학계에서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오 

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평화론이 21새기 초에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그 

것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정치의 가장 주요한 행위 

자인 미국의 세계전략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전에 없는 일극체제의 시기 (unipolar moment)를 맞고 있다고 자칭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채는 “권력의 분포”가 아닌 “관념의 분포”의 조정 

에 의해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민주적 평화론과 그에 기반한 미국의 21세기 전략 

이 갖는 이론적， 정책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첫 부분 

에서는 민주적 평화론을 “자유주의적 패권Oiberal hegemony)"의 주제 

와 연결시켜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논의의 연속성 

과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려 한다. 세 번째로는 냉전의 종언과 세계화로 

조건 지워지는 21세기 국제안보의 문제들， 특히 9.11 테러 사건과 이스 

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대표되는 새로운 갈등 양상에 대한 해결책으 

로서 민주적 평화론이 갖는 위치를 검토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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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핵폰잭 쏟으} 

공화정 인 국가(republican state)는 같은 정 체 의 국가들과 영 구평 화 

(perpetual peace)를 누릴 것이라고 예견한 칸트(Kant)의 주장을 따르는 

민주적 평화론자들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는 실질적요로 전쟁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해 왔 

다.2) 이러한 논의는 결국 모든 국가가 민주화되면 전쟁이 소멸되는 역 

사의 종언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연결되었고， 냉전의 끝난 후 

구 공산진영 국가들의 민주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가능성이 가시화 

되는 것처럼 보였다. 체제가 아닌 단위의 속성에 주목하는 이와 같은 

접근법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의 장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3) 

하지만 과거의 역사나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관계만이 아닌 현 시점 

의 다양한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계도하기 위한 일반이론적이 

고 실천적인 의미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부차적인 변수들이 점차 

적으로 이 논의에 첨가되었다. 예를 들어 민주적 평화론의 주창자인 러 

셋(Russett)은 다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자유주의의 전형적 

인 변수인 경제적 상호의존을 추가하고(Oneal and Russett, 1997), 다음 

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변수인 국제기구 즉 다자적 제도를 덧붙였 

다(Russett， Oneal and Davis, 1998). 이와 같은 작업은 민주적 평화론 

을 좀 더 확대시킨 자유주의적 평화Oiberal peace) 혹은 신칸트주의적 

평화(neo-Kantian peace)의 논의로 발전되었다. 

도일(Doyle)은 자유주의와 세계정치를 다루는 그의 논문에서 세 가지 

자유주의 이론의 갈래를 언급했는데 자유주의적 평화주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그것이다(Doyle， 1986). 자본 

1) 이 글은 2002년 7월에 쓰여졌다. 그 이후 등장한 대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를 둘러 
싼 미국의 정책은 민주적 평화론의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2) 대표적 인 연구로 Russett(1993)을 창조할 것. 

3) 이 논쟁의 정리를 위해서는 Brown(1996)과 Elman(1997)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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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확대가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숨페터의 평화주의와 제국주 

의적 팽창에 적합한 공화정의 건설을 주장하는 마키아벨리의 제국주의 

적 입장에 비해 칸트의 국제주의 이론은 원래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하 

고 있었다. 칸트가 자신의 “영구평화론”에서 주장한 평화를 위한 세 가 

지 핵심적인 조항(defi띠tive 따ticles)은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공화정의 

존재，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연합의 결성，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통상의 정신”을 보존하는 세계법의 재정으로 이루어진다.4) 

러셋은 이 칸트의 평화론을 현재의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재구성 

하여 이 서1 가지 요소를 민주주의， 국제기구，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의 

방식 으로 정 리 해 서 이 른바 평 화의 삼각구도(triangulating peace)를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칸트주의 평화론의 명제는 간단하게 

다음의 셋으로 정리된다. 

1) 민주주의는 갈등을 감소시킨다. 

2)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은 모두 갈등을 감소시킨다. 

3) 국제기 구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감소시 킨다. 

각각의 세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과 반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부분적 

인 분석이 행해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주장은 이 세 가지 변수가 갖는 

평화적인 영향이 현실주의가 전제해 온 국제체제의 악순환(vicious 

cycle)을 깨고 선순환(virtuous cycle)의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Russett and Oneal, 2001). 

러셋과 오닐(Oneal)은 이러한 선순환의 예를 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의 

사례에서 찾고 있다. 그틀에 의하면 전후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전쟁 

의 원인이 민주주의의 붕괴에 있었다고 믿고， 전 유럽을 통해 민족주의 

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안정된 민주주의 제도를 

건설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적 목표로 삼았다. 다음으로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의 피폐가 전체주의 체제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보고 중상주의 

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통상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 

4)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Kant(l983)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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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적 개방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교환의 증대는 협력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규칙의 제정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믿음 하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국제제도를 구축하였다. 즉 위에서 언급된 민주주 

의，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의 세 변수의 종합적인 결과가 전후 서유 

럽의 평화와 번영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세 요인의 결합만으로 2차 대전 이후의 세 

계질서， 또는 “긴 평화(Iong peace)"의 시기가 설명될 수는 없으며 궁극 

적으로 그 질서를 만들어 낸 행위자， 즉 주체 (agent)로서의 미국의 패권 

적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이켄베리(Ikenbeπy)는 냉 

전기 미국은 두 가지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했고 그 중의 하나가 봉쇄 

의 질서 (containment order)라면 다른 하나는 민주적 질서 (democratic 

order)의 프로젝트였다고 본마(뻐enbeπy， 1999). 따라서 전후 세계의 안 

정성 유지， 그리고 나아가서 냉전의 종언은 민주적 통치， 경제적 상호의 

존， 그려고 국제관계의 제도화라는 자유주의적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미국의 모범적인 질서관(a quintessentia1 American view of order)에 

의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냉전 이후의 국제관계를 설 

명하기 위해 차별적인 틀을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켄베리는 우려는 

지금도 1940년대에 만들어진 질서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자유주의 적 패 권Oibera1 hegemony)에 의 한 것 이 라고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평화로부터 자유주의적 패권으로의 이론적 확대는 그 

적용의 시기에 있어서도 20세기 전체와 21세기를 포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커스(Kurth)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19세기의 국제평화와 경제성장 

의 “결과물(product)"이었지만 20세기에는 인과관계가 바뀌어 자유주의 

와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이의 이념적 경쟁에서 자유주의가 우 

위를 차지하게 됨에 의하여 평화와 성장이 도래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 

이 미 국이 구축해 낸 자유주의 적 질서 의 모습이 라는 것이 다(Kurth， 

1999). 그는 자유주의가 21세기도 평화와 번영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자 

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한 자신의 이념적 패권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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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주의의 패권 지속 여부는 곧 미국의 세계 

적 패권의 유지와 동일하재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우리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 

하는 관념 Odea) , 이 익 (interest), 그리 고 제 도(institution)의 세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적용에 있어 대외적， 대내적인 구별이 

사실상 모호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민주주의라는 관념의 강 

조와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위한 상호의존의 확대， 그리고 시장과 먼주 

주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제의 구축 

이 21세기 미국의 대외전략의 기본적인 세 축을 이루고 있고， 이와 같 

은 요소들은 사실상 미국의 국내정치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는 다시 말해서 미국 정책에 있어 

대내적/대외적， 혹은 국가적 (national)j국제적(Ïnte뾰lational)인 부분의 구 

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사실상 고전적인 웨스트팔리안 

(Westph떠ian) 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연방주의적 전통에 기초한 필라 

델피안(Philadelphian) 식에 가깝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5) 이노구치 

(Inoguchi)는 21세기에 등장 가능한 세계정치의 모델을 웨스트팔리안， 

필라델피안， 그리고 안티-유토피안(an업-Utopian)의 세 가지로 나누면 

서， 키신저(힘ssinger)， 후쿠야마뻐ukuyama)， 헌팅턴(Huntington)을 각 

각의 모델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유주의적 

평화론의 주장과 유사하게 공유된 가치， 공통의 규칙이나 국제적인 협 

약， 그리고 경제적인 상호작용의 증진의 역할을 강조하는 필라텔피안 

모델이 향후 미국의 대외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노구치의 

예측이다(Inoguchi， 2000) , 

5) 필라델피얀 체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Deudney(l99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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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속성과 번호화 

위의 논의에 따르면 자유주의라는 정책적 관념은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를 모두 관장하며 이는 연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적 구분에 따른 미국 외교정책의 통상적인 비교나 순환론의 주장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즉 어떤 측면에서는 19세기까지의 미국에게는 자 

신의 국내정치가 또 하나의 국제관계였고 자차리아(Zakaria)가 분석하 

는 것과 같이 미국의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행정력을 완비하게 되는 

1890년대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명 

분의 대외적인 확산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6) 마찬가지로 식민주의 

시기 미국의 “문호개방정책 냉전 시기의 “봉쇄정책 그리고 탈냉전기 

의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모두 표현을 달리한 자유주의적 

패권 전략의 일관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7) 이와 같은 맥락을 최정 

운 교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자유주의 정치적 이념의 중심적 역할은 모든 시민들의 공적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로부터 변화하여 이제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의 

논의가 시사하듯 여러 집단들，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생명력을 갖는 각 

종 집단들 간의 공존 관계를 공공 차원에서 규정하는 공존 방식 (modus 

vivendi)의 위치로 전환되어 왔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체(政體) 

는 이미 오래 전에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족국가에서 서서히 

여러 민족집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유주의라는 보편주의 이념에 

근거한 제국(empire)으로 변모해 왔다는 사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될지 

모른다(최 정 운， 1999: 148-149). 

6) 자카리아는 미국의 적극적인 세계적 역할 추구로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진 곳의 

히 나로 동아시 아를 지 목하고 있다(Zakaria， 1998: ch. 5). 
7) 닌코비치 (Ninkovitch)는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이 국제정치적 분규를 피하면서 미국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팽창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고안되었고， 이는 또 “국지주의와 

비집중화된 권력 Oocalism and decentralized power)"이라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전통이 
대외적으로 표현된 모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Ninkovitch，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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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유에서 아이켄베리는 전환( transformation)이 아닌 연속성 

(continuity)이 탈냉전기의 특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연속성은 또한 레 

이건(Reagan)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체되는 국내적 변화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8)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정책은 2000년에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21세기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리되었다. 여기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라 

는 관념적 변수의 중요성과 그 확대의 필요성이다. 

국제적 리더십의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의 힘 

이다. 민주주의적인 정부는 공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유 

무역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증진시키며， 법의 통치를 지 

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 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통한 민주주 

의 및 자유시장에 대한 추세와 흐름은 미국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 

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에 참여하연서， 민주적인 단체와 제도를 지지 

하고， 우호적인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지지하고 있다(백 

악관， 2뻐0: 169).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1) 미국의 안보강화; (2) 

미국의 경제적 번영 강화; (3) 해외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세 번째의 목표가 나머지 두 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주 

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사고는 이미 이전의 보고서에도 유사하게 

언급된 바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정치 안정， 갈등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전 세계인을 위한 더 큰 존엄과 희망의 가능성을 높여가며 성장 

8) 도일은 자신의 자유주의적 평화의 논의를 “자유의 십자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유세”를 선언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Doy!e， 198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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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이익에 거의 위협을 가하지 않 

고 있으며，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미국과 

더욱 많은 협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인 침 

략자들을 저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취하며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 특히 

전략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들에게서 민주주의가 강화될수록 

미국의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며 미 국민 또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백 악관， 1995), 

신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는 첫째， 안보능력 제고， 둘째， 국가 경제력 

회복， 셋째，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인데 이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을 럴 위협하는 동시에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이 협력할 것이며 또한 안보 

목표는 세계에서의 미국의 개입 보장과 안전한 사회 및 자유 시장 및 민 

주제도의 확산을 통해 달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가 확산되 

면 전 세계는 그만큼 부유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 

장을 창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동반자들을 만들며 서로간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정치경제 분야가 자유화되면 될수록 우리 국가와 국민은 더 

욱 안전해지고 번영할 것이다(백악관， 1997). 

위에서 언급된 신칸트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국가안보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와 국제기 

구의 활동을 통해서도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 국제적인 재정과 금 

융영역에 있어서의 G-7을 통한 개혁 추진과 G-20 설립 모색， 그리고 

WTO를 비롯해서 APEC, TEP, FTAA 등을 통한 개방된 무역체제 확 
립의 노력은 양자의 효과적인 결합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관심을 나타 

내 준다(백악관， 2000: 192-193), 또한 UN을 비롯한 다자적인 국제기구 

들이 냉전 이후의 새로운 안보적 의제들， 즉 인종 갈등， 기근， 전염병， 

난민， 인구， 지구 온난화，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대문제 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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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원에 의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리고 지역안보의 강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안보협력체가 충분히 활용 

내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Christopher， 1993).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바약 같이 이러한 전략적 구상에 있어서 자유 

주의적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그려고 국제기구의 세 

요소 중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로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Aτ。의 확장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그려한 측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유럽은 군사적 능력과 더불어 그들의 민주적 정체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클린턴은 평 

화를 지키고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되고 민주적인 유럽과의 협조 

를 통해 안정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는데 진화적 과정 

(evolutionary process)으로서의 NATO의 확대는 바로 01 러한 노력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 NA:τg는 민주적 가치를 우선적인 공약(commitment) 

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회원국은 반드시 면주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자유 

를 갖고 있으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억압적인 정치체제나 폐 

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를 소유한 

나라들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NATO의 확장은 

바로 미국적 가치와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다(DoD， 1995).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자연스럽게 인권문제와 인도 

주의적 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나라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원칙들과 기본적으로 인권과 법에 대한 존중을 준 

수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쌍무적으로 활동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하여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들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들의 준수를 장려하고 있다 UN과 다른 조직들 속에서 우리의 노력들은 

이런 원칙들이 수용할 만한 국제적인 행동에 대한 통치기준이 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백악관， 200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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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식은 “미국이 빈주주의 확산과 인권 신장을 위해 국가주권 

을 넘어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신국제주 

의적” 논리의 기반이 되었다(김병섭， 2001: 22).9) 

2001년 부시의 공화당 행정부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민주당 정부의 

자유주의적 기조는 상당 부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이전의 

언급을 통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강조했던 인사들이 안보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다.10) 하지만 정당 

의 교체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토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념적 요인 

은 오히려 새로운 정부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부시는 자신의 취임사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세기의 많은 시간 동안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험 

한 바다 가운데의 바위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람 속의 씨앗이 되어 많 

은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적인 믿음은 우리 나 

라의 열망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타고난 소망이며， 우리가 이행하지만 

독점하지 않는 이상이고， 우리가 간직하면서 전파하는 신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2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가야할 먼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 

자유와 우리 나라의 적들은 오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역사와 선 

택에 의해 세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자유를 선호하는 세력균형을 형 

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동맹과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 

들은 오만함이 없이 우리의 목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함과 

힘을 갖고 공격과 잘못된 신념에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게 우리들의 나라를 탄생시킨 가치를 설파할 것입니다(Bush， 2001a) 

9) 하지만 칸트는 자신의 국제주의 이론에서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법이나 정부 

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평화를 위한 전제 조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Kant, 1983: 109). 

10) 예를 들어 펌스펠드(Rumsfeld)는 미국 군대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세계질서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힘을 위주로 한 외교를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Rumsfel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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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일의 구분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마키아벨 

리적인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측면이 강화되고 국가이익이 좀더 구체 

적으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신칸트주의적 평화론의 두 요소인 민주주의 

와 경제적 상호의존은 계속해서 정책의 목표와 정당화의 수단으로 기능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2001년의 9.11 테 

러 사건을 통해 미국적인 삶의 방식의 보존이라는 전통적인 명분을 넘 

어서서 정의 실현과 문명 안보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부시는 태러 사 

건의 희생자를 위한 추도사와 대 의회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역설하였다. 

세계의 문명화된 사람들은 이러한 가공할 공격을 고안하고 실행한 악인 

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테러리스트들을 도와주거나 숨겨준 사 

람들을 응징할 것을 --철저하게 용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 행위의 

사악함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행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미국과 우리의 우방과 동 

맹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것입니다(Bush， 2001b). 

이 전쟁은 하지만 미국만의 싸웅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것은 

단지 미국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싸움이며 문명의 싸움입 

니다. 이것은 진보와 다원주의 관용과 자유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인 것입니다(Bush， 2001c).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일련의 외교정책에서 신칸트주의적 평 

화론의 세 번째 변수인 다자주의의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방식 

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사실상 정리된 바 있었다. 백악관의 한 보 

고서는 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에는 단호하게 대 

처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테러리스트의 근거지와 그들을 후원하는 국가 

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백악관， 1998: 잃4-잃5). 그리고 아래 

에서 보는 것처럼 무력의 사용에 있어 단독적인 행동의 필요성 또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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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 있었다. 

만약에 군의 사용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또 군의 사용이 의도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었다면 .... 마지막으로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우리 

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없다변， 이런 경우들에 한하여 군대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의 사용은 ... 선택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우리 

는 가능할 때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행동을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백악관， 2000: 188-189). 

미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탈냉전 시기에도 아직 존재한다. 새 

로운 형태의 위협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한 대 

처의 책임이 있다. 우리의 이익이 정의되는 바대로 우리는 전쟁을 하고 

또 이겨야 하며 또한 그럴 수 있다. 필요한 경우는 단독으로 그렇게 하 

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유 

지해야 한다. UN의 평화유지 활동은 이러한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다 

(White House. 1994: 4). 

일부 학자들은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통해 오히려 미국이 다 

자주의의 필요성을 배우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IkenbeπY. 

200n 그러나 9.11 이전에 부시 행정부는 교토기후협약. CTBT, ABM 

조약 등의 문제에서 일방적인 경향을 보여 왔고 대래와의 전쟁과 더불 

어 이후에 중동 문제를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자신의 자의적인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11) 따라서 현재 미국의 대 

외전략은 일방주의 내지는 패권적 다자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며，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미국이 정의하는 자유주의의 

패권적인 유지인 것이다.12) 

11)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한 전 미국 관료의 글에서 전형적으로 드 
러나고 있다(Levine， 2002). 

12) 미국의 패권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그 해석을 위해서는 이혜정 (200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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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쟁자뿔전뺑 

자유주의적 평화론은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의 민주적 평화론은 이론과 방법론의 양쪽에서 모두 

활발한 토론의 주제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이론적인 비판은 현실주의 

와 문화론적 시각에서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단위 

적 차원의 속성 변화가 구조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 

가 전쟁을 회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비용의 계산에 따 

른 것이라고 주장한다(Layne， 1994). 이들에게는 국내 정치체제의 변화 

와 기능적인 협력 확대가 갖는 역할이나 그를 통한 국제체제의 전환， 

즉 무정부성의 완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서}계정치의 불안정성 

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문화론자들은 민주적 평화론이 식먼지나 제국주의 전쟁의 변을 간과 

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보편적이거나 고정적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렌(Oren)은 미국의 독일에 대 

한 국가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민주적 평화론이 갖는 주관적 기준을 

비판하며 (Oren 1995), 쉐이퍼 (Shafer)는 민주주의나 인권의 개념을 적용 

하는데 있어 국지적인 문화적 관습이나 신염，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아 

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hafer. 2001). 나아가서 피얼벡 

(Fierlbeck)은 민주주의 의 보편 적 정 의 의 시 도가 서 구적 관념 을 타 지 역 

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Fierlbeck, 1998).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의 독립 당시부터 민주적 정 

체의 모습을 갖추었던 나라 그리고 대표적인 “구성된 정치체 (con

structed polity)" 혹은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y)"의 나라로 

서의 미국이 갖는 대외적 인식의 취약점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의 

정치발전 과정이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평화론을 비판하면서 스나이더 (Snyder)가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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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구별과 민주화가 갖는 국제정치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미국적 이론의 한계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Snyder, 2000).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그는 민주화의 전환적 과정 이 민족 

주의의 강화나 인종적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분쟁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헥터(Hechter)도 간접적 지배에 

서 직접적 지배로의 이행이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되고 대외적으 

로 배타적인 먼족주의로 전개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Hechter， 2에0).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관념의 요소 

가 대외정책의 결정과 수행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 

공한 것은 전술된 9.묘 사태라 할 수 있는데 미 본토에 대한 공격과 이 

에 대한 대응의 양상은 헌팅턴이 예견했던 문명충돌의 전조로 보여지기 

도 하였다. 헌팅턴은 반 테러전쟁 초기 만약 이슬람 세계가 빈 라덴을 

지원하면 현 사태가 문명충돌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조선일보』 

2001).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의 대응에 크게 반발하 

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 적극적인 동조를 표명하 

였다. 하지만 반 테러전쟁의 지속과 확장은 마치 과거에 이슬람권이 사 

용했던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의 구분과 유사한 “평화의 지역 (Zone 

of Peace)"과 “전쟁의 지역 (Zone of War)"간의 양분법을 낳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 구분에 따르면 “전쟁의 지역”은 국제적인 규범이 지 

켜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탈레반 포로들은 전쟁포로가 

아니라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이러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중앙일보~ 2oo2a).13) 

9.11 사태는 미국의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 그리고 냉 

전 이후의 전쟁과 세계정치의 양상을 결정한 사건이었다. 개디스 

13) 칸트는 폐떤 국가도 미래의 평화시에 서로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전쟁의 행 
위를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평화의 마지막 전제조항으로 한 바 있다 
(Kant, 19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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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dis)는 세계무역센터의 붕괴가 12년 전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만큼 

의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은 탈냉전기 미국의 대외적 갈등관리 

방식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Koh)는 9.11 

사태를 국내와 국제적인 영역 모두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한 시험 사례로 간주하였다. 브랙큰 

(Bracken)은 미국의 정보와 방위처l 계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관리 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τalbott and Chanda, 2001: xvii-xviiD. 테러 사건 이후 진행된 반 태러 

법의 제정과 본토방위성(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 노 

력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는 

이와 같은 조치가 미국의 시민사회 내의 개인의 권리와 대외적인 개방 

성의 침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유의 확산을 위한 자 

유의 삭감”이라는 역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4) 

기왕에 미국의 대 이슬람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은 테러 

사건의 보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다른 의 

제와의 연동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인 

츰스키 (Chomsky)는 9.1 1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이 야기 하고 있다. 

어떤 것도 9.11과 같은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제는 비밀이 아닌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행위의 기록들을 무시하 

는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만 미국을 “죄 없는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 있 

을 것 이 다(Chomsky， 2001: 35).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처럼 집중화된 국내적 권력에 대해 주로 반응하 

고 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대중적인 경향을 포함하는 다른 

영향력도 있으며， 그것은 심지어 포악한 전체주의 체제나 좀더 민주적인 

14) 미 법무장관인 애쉬크로프트(Ashcroft)는 “내 직업은 테러를 예방하는 것이며， 나는 헌 

법의 한계 내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언명하였다(Parade 

Magazin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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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도 물론 해당되는 것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미국 정부는 지금 

이 기회를 우주 공간의 군사화를 나타내는 단어인 “미사일 방어”를 포함 

하는 군사화의 이행， 사회 민주적인 프로그램의 삭감， 또한 기업의 “세계 

화펙 악영향이나 환경 문제， 의료 보험 등과 같은 의제에 대한 관심의 

축소， 소수로의 부의 이전을 심화시킬 방법의 제도화， 그리고 공적인 토 

론이나 저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의 사회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위해 활 

용하려 하고 있다 (Chomsky, 2001: 33-34). 

많은 매국인들에 있어서 자국의 대 테러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요인 

은 그것이 갖는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예를 들어 베넷트(Bennett)는 

미국인들은 테러 집단과 그들의 후원 세력에 대한 전쟁을 “도덕적 성전 

(moral crusade)"으로 인식해야 하며 다문화주의자나 도덕적 상대론자 

에 의한 이의 제기는 미국의 결단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Bennett, 2(02). 그러나 문채는 이러한 관념적인 선명성에 대한 강조가 

다른 편에 의해서는 또 하나의 근본주의 (fundamentalism)로 비추어진 

다는 점이다. 알리(AlD는 테러에 대한 전쟁이 종교적인 근본주의 대 제 

국적인 근본주의의 충돌이라고 말하면서 각각은 한편은 세심하게 조준 

된 광신적 행위， 다른 한편은 막대한 군사력의 무자비한 사용이라는 속 

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Ali， 2002). 

9.11 사태는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부시 행정 

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쟁들이 제기되었다. 워싱턴 포스트 지 

는 도덕적인 절대성 하에서 일을 처리하기 좋아하는 부시 대통령이 중 

동 문제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복잡한 사 

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사적 접근이 갖는 한계에 대한 교훈을 배우 

고 있으며 진짜 세계 (real world)에는 모호함과 도덕적인 절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Washington Post, 2002a). 또 다른 사설은 

자살 테러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공세와 미국의 반 테러 전쟁을 통일 

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테러리즘 자체와 그것 

이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정치적 이유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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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테러리즘에 대한 정당한 방어와 반 태랴의 행동을 이룰 수 없는 목 

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뼈αshington Post, 2oo2b). 

처음에는 미국의 반 태려 입장에 전적인 지지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 

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함께 묶는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중동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국제협사법정 

(ICC) 탈퇴와 철강수입 규제 농업 보조금 지급 둥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발을 표시하였다( W'중앙일보.n 2oo2c). 2002년 4월， 

부시의 베를린 방문 당시 현지의 포스터는 “대통령 각하， 당신은 베를 

린 시민이 아닙니다”라는 비유적인 문구를 통해 반미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W'중앙일보j 2oo2b).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비판적 자세는 이후 

G-8 정상회담에까지 이어졌으며， 아시아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국 

내 여론도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w(αshin맑on 

Post, 2oo2d). 또한 공화당과 상당 기 간 동안 공조 입 장을 고수하던 민 

주당도 2002년 7월의 경제 문제의 등장 이후 점차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 가게 되었다(職S뼈ngton Post, 2(職).

하지만 일극체제의 현 시기에 있어 패권국인 미국의 세계정치에 대한 

도덕적인 접근은 “힘 있는 자가 이미 적과 친구를 나누는 논리를 구사 

하기 시작한 이상 과연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논려의 파급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김명섭， 2001: 35-36). 이와 같은 경우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전파를 주장하는 민주적 평화론의 논리는 더 많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15)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 

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다자주의의 변수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게 되 

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16) 즉 관념적인 기준이 국가이익의 내용과 

15) 솔린겐(Solingen)은 민주국가의 비민주국가에 대한 안보적 대립에 있어 상대방의 권위 
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경향이 무력 사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완화시키는 경향 
이 있다고 보았다(Solingen， 1998: 92). 

16) 경제적 제재나 최혜국 조항의 문제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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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대상， 그리고 그를 추구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사에 등장했던 여러 논쟁들의 의미를 

다시 고찰하도록 만들고 있다. 미 드(Mead)는 미국의 국내정치 에 각각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중심적인 관심사와 접근법을 갖고 있 

었던 네 가지의 외교정책적 사상의 갈래를 서술하는데， 해밀턴주의 

(Hamiltoman) , 제퍼슨주의(J effersoman), 잭슨주의(J acksoman), 윌슨주 

의 (Wilsoman)가 그에 해당한다(Mead. 2002).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 

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해밀턴주의와 보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윌슨 

주의는 일반적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에 가깝고， 미국의 민주적 

제도를 중시하는 제퍼슨주의는 때로는 고립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는 반 

면 대중적 가치와 군사력을 강조하는 잭슨주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개입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하지만 레이건 시기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사실상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여러 전통이 혼합된 형태를 갖 

는 것이 보통이다)7) 클린턴의 인도주의적 개입 전략은 미국의 국익을 

윌슨주의의 맥락에서 재정의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며(Kissinger， 

2001: 256),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은 윌슨주의와 잭슨주의의 새 

로운 결합물로 이해될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맥나마라(McNamara)는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이상주의적(idealistic) 국가라는 윌슨의 말을 인용하면 

서， 21세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Wilson I s ghost)의 목소 

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19년에 이미 그러한 문제를 예견하기는 했지만 그를 막을 수도 있었던 

행동을 실현하는 것에는 실패했던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 

의 강대국간의 갈등을 피활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아라. 또한 

자결주의와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17) 키신저는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윌슨주의적 수사와 배타적인 
이념에 대한 성전의 수행이라는 잭슨주의적 동기， 그리고 닉슨 식의 해밀턴주의적 전 

술의 종합인 것 으로 분석 한다(Kissinger， 200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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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함으로써 20세기를 의도와는 다르게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내부적 

상잔(communal killing)의 과정으로 이끌었던 윌슨의 경험으로부터 교훈 

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미래의 

전쟁에서 문명 그 자체가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McNamara and Blight, 200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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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적으로 해멀턴주의자인 키신저는 미국을 베트남으로 몰 

아 넣었던 것은 “선교적인(mission때) 열정과 유아론적 사고의 결합， 

즉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을 상상할 수 없었던 무능력이 만들어 낸 

운명적인 세계주의자와 선교적 충동의 연합”이었다고 간주한다 

(Kissinger, 2001: 247) , 그러 면서 그는 전통적 인 주권과 다른 국가의 국 

내정치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평화와 정의의 세계적인 지배에 대한 

핵심적인 걸림돌로 상정하는 새로운 상식의 등장과， 그에 의한 세계적 

개입주의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키신저 자신도 주권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웨스트팔리안 체제가 내전 

이나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국가 내의 폭력의 사례와 인권의 

침해라고 통칭되는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인도적 개입의 필 

요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를 위한 네 가지의 조건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그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국내 여론 

에 의해 지지될 수 었는 행동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맥락(historical 

context)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Kissinger， 2001: 256).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 관료를 역임했던 나이 (Nye)는 “시장과 민주 

주의”의 원칙이 미국의 절대적인 연성권력 (soft power)이라는 점과 현 

재의 국제체제가 세력균형보다는 마국의 패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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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적인 접근을 병용 

할 필요성이다. 

한 나라의 문화의 보편성과 국제적인 행위의 영역을 지배하는 우호적인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권력의 핵심적인 원천이다 .... 우리 정 

부가 국내적으로(예를 들자면 민주주의)， 국제제도에서(다른 국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외교정책의 행태에 있어(평화와 인권의 증진) 옹호하고 있 

는 가치는 또한 다른 국가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 동시에 오만함， 

다른 나라의 의견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새로운 일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국가이익에 대한 편협한 접근은 반드시 우리들의 연성권력을 

손상시키게 된다(Nye， 2002: 10-11).18) 

결국 위와 같은 미국의 여론 선도자들은 현재의 자유주의적 평화론의 

전략적 기조를 반대하지는 않으면서 전술적인 수정을 가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학자인 콕스(Cox)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려 

는 막연한 열망 이외에는 명확하게 정의되는 “대전략(grand strategy)" 

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정책은 성격상 점차적으로 일방주의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Cox， 2002). 그러나 그도 한펀으로는 미국이 잠재적으 

로 매우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질서의 축으로 기능 한다는 점을 인정하 

면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우호적인 방식으로 행사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 내에서의 협력이 주는 이익에 대한 선택이 다른 나라들에 있 

어 계속 매력적일 수 있도록 하는 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이 대내외적 다원주의의 유 

지에 실패하고 현재의 일극체제적 운영이 국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루 

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필라델피안적 접근이 오히려 관념적 대립이 

18) 흥미로운 것은 나이를 비롯한 민주당 계의 인사들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에 초당적으로 구성되었던 미국의 안보관련 자문위원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Washington Post, 2oo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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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안티-유토피안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 

다. 

v 。 쩔 환 

국가의 체제적 속성이라는 2차적 양징 (second image)의 문제를 새롭 

게 부각시킨 민주적 평화론은 현재 학문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론적인 고찰과 정책적인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적 평화나 그와 연관된 자유주의적 패권의 논리는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기존 논의나 국제/국내의 구분을 무의미 

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냉전과 탈 

냉전，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연속성의 측 

면이 많아 보이벼，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정도가 부분적인 변화의 측 

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과정의 장기적인 성패 여부는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에 대 

한 전통적/문화적인 이해와 주권과 무정부성에 대한 근대적/현실적 고 

려가 그와 함께 병행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자 

신의 세계전략의 추구에 있어 관념적이거나 국내정치적인 동인을 적절 

하게 제어하고 역사적이고 비교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자제 

(abstention)의 주장은 아래에서와 같이 많은 역사학자에 의해 재기되어 

왔다. 

만약 좀더 조화로운 문화나 국가간의 관계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이상이 

라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환상을 우리의 국경 너머로 투사하려는 숙명적 

인 경향을 자제하고，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변화의 (타 

국인들의 열망과 조건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정의되는) 한계를 인식해야 

만 한다(Hunt， 198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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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적 평화의 의제가 

갖는 근본적인 오류의 지적이나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힘들다면 키 

신저가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고려나 나이가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다자 

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절충적인 방법이 될 것이 

다. 하지만 이는 미국 자신의 의사에 기본적으로 좌우되는 일이며， 단순 

한 이익의 계산이나 기능주의적 사고가 아닌 정체성과 제도의 요소를 

포함하는 문제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의 중요한 도전은 자유주 

의적이고 보편적인 요소와 인종적이고 특수한 전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 내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한 스미스 

(Smith)의 말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Smit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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