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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은 제국아가?* 

배영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I. 쟁점과 용어 

오늘날 미국이 제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정계와 언론계는 물론이요 

학계에서도 치열한 쟁점이다. 이 문제가 부각된 것은 좌파가 오랫동안 미 

국의 제국주의에 대해 끈질기게 규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중도파 

는 물론이요 우파에서도 우려하는 행보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런 행보는 

2에1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의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알키에다를 뿌리 뽑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으로 미군을 파견했을 때 온건한 지식인들도 미국이 그처럼 힘을 앞세우 

면 제국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고 걱정했다. 미국이 2003년 3월에 

이라크를 상대로 또다시 전쟁을 개시했을 때， 그들의 걱정은 논쟁으로 바 

뀌었다. 처음에는 초점이 전쟁의 정당성과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범 

위도 대체로 정계와 언론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제2차 이라크 

전쟁이 일찌감치 끝난 것처럼， 논쟁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초점이 제국 

의 개념과 역사로 옮겨가면서 학계로도 확산되었다. 정치학자들을 비롯해 

사회과학자들은 신문 • 잡지의 기고문 이외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 

큼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해 왔고， 최근에는 역사학자들까지 가담하면 

서 정치평론의 수준을 뛰어넘은 본격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1) 

* 원고에 대해 논평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권만학 교수와 윤영관 교수， 그리고 서울대 미 
국학연구소 미국사세미나 참여자들께 감사드린다. 이들의 도움 덕분에 여러 가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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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논쟁은 정치성을 짙게 띠고 있다. 논객들은 우선 국제관계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애 대해 

유사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상이한 함의를 시사하고자 한다. 마국의 제국 

화에 대해 우려하는 논객 가운데서도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한 세계에 

서 제국주의란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라고 지적하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계화의 시대에도 권력정치는 지속되므로 미국이 패권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2) 논쟁을 복잡하게 만드 

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등장이다. 네오콘을 비롯해 일부 보수적인 정치 

인과 지식인들이 미국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국으로서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노선이 국제정치의 안 

정과 세계경제의 성장， 그리고 인권 유린의 방지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역 

설한다. 학계에서는 역사학자 냐얼 퍼거슨(Ni벼I Ferguson)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라크의 혼란은 거까에 미군을 장기적으로 

주둔시킨다는 정책을 천명해야 진정시킬 수 있으리라고 주장하면서 제국 

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을 제안한다，3) 

논쟁의 정치적 함의는 미국의 국제관계뿐 아니따 국내 정치에도 있다. 

그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경쟁이나 네오콘이라 불리는 극단적인 

우파와 그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온건한 우파 및 뚱도파 사이의 갈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알력 아래에도 깐려 있다. 제국은 역사 

적으로 볼 때 권력의 집중과 군부의 대두를 수반해 왔다. 이 점은 미국이 

탄생한 이래 항상 미국 정치의 근간으로 간주된 공화주의와 분권체제， 그 

리고 문민 우위의 원칙을 위협하는 경향이다. 그런 경향은 미국의 정치적 

1) 제국 논쟁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t，t라. Lloyd C. Gardiner and 
Marilyn B. Young, The New American Empire:’ A 21st C같ntuη Teach-in on u.s. 
Fore밍n Policy (New York New Pr., 2아)5). 

2) Stanley Hoffmann, Gulliver Unbound: America’'s Imper띠1 Temp따tion and the War in 
lraq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안s， 2뻐4); Zbig띠ew Brzezinski, ηle 
Choice: Global Domination or Global Leadership (New York Basic Books, 2004). 

3) Niall Ferguson, Colossus: ηJe Price of Ameria.J’'s Empire (New Y ork: Penguin Pr., 
2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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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식인들에게 뚜렷하게 보인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현재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 미군의 막강한 파괴력과 

장기 주둔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미 9/11 테러 이후에 시작된 

시민적 자유의 제한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저명한 정치학자 첼머스 존슨 

(Chalmers Johnson) , 또는 보수적인 국제관계 전문가 앤드류 베이치비크 

(Andrew J Bacevich)는 바로 그런 입장에서 미국의 제국화에 대해 우려 
한다.4) 그들과 달리， 좌파 지식인들은 대개 정치체제를 넘어 경제체제까 

지 고려한다. 그들은 아래서 상론하듯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 전통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레닌처럼 최후의 순 

간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제적 알력의 확산과 더불어 경 

제성장의 둔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위기의 징후를 읽어내는 데 열중 

한다.5) 

이런 정치성 때문에 용어상의 혼란도 심각하다. 주지하다시피 “제국”은 

한때 영광을 연상시키는 용어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국주의 

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비판과 신생 독립국가들의 저항 덕분에 오욕에 물 

든 용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국”은 정치적 용어， 바꿔 말해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폭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 

는 논쟁도 기본적으로 제국이라는 더러운 딱지를 붙이려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 사이에서 벌어진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 

위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식민지를 가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기 

4) Chalmers Johnson, The Sorrows of Empire: Militarism, Søσecy， and the End of 
Republic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때4); Andrew ]. Bacevìch, American 
Empire: ηle Realities and Consequences of u.s. Diplomacy (Cambridge, Mass. 
H따vard Univ. Pr., 2(02). 

5) Immanuel Wallerstein, The Decline of Ameri때1 POωer: The u.s. in a αllotic W orld 
(New York: W. W. Norton, 2(03), 한기욱 · 정범진 역미국 패권의 몰락J (서울: 창 

작과비평사， 2(03)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다음 저술처럼 유사한 해석으로 경도되는 경 
우도 있다 Emmnuel Todd, Après 1’empire: essai sur la décomposition du 잉'st에le 
amériazin (Paris: G며limard， 2(02), 주경철 역 r제국의 몰락-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 

의 재편J (서울’ 까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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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미국을 제국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쟁 

에서 제국이나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윤 그것을 은연중에 느 

슨하게 쓰거나 명시적으로 넓혀서 쓰거나 아니면 미국의 경우에 나타나 

는 특정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어구를 만들어 쓴다. “새로운 제국주의” 

에서 “제국이 아니라 하는 제국"(empire in denial)이나 “요청으로 탄생한 

제국"(empire by invitation), 또는 “열은 제국"(empire lite)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끄는 다양한 표현이 그것이다，6) 따라서 이 논쟁에서 논객들은 대 

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지도 

적인 역사학자 찰스 메이어 (Charles S. M머er)도 신작 『제국 가운데서』에 

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제국을 면밀하게 비교하고는， 논쟁이 결 

국 제국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선언한다，7) 

이처럼 혼란을 일으키는 정치성을 경계하며 제국 논쟁을 검토하는 데 

이 글을 쓰는 취지가 있다. 정치성의 경계는 무엇보다도 학술적으로 엄격 

한 자세를 얼마나 철저하게 견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지만， 그 외에 쟁 

점과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의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제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힘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미국이 정치싹 경제는 물론이요 문 

화의 측면에서도 한국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 

다는 진부한 명제를 경시할 수 없으니 말이다， 이런 필요를 염두에 둔다 

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상대적으로 작은 쟁점을 놓고 벌이는 설 

전으로 내려다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한국의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미국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r 그리고 미국은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 

6) David Harvey,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 Pr., 2(03); Geir 
Lundestad, “Empire by l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Westem Europe, 1945 
1952," Journal of Peace Research 2.'3: 3 (Sept. 1986), pp. 263-277; Michael Ignatieff, 
“The American Empire: The Burden," http://www.ksg.h따vard.edω'cchrp/pdf，이YTimes 

J an03Burden‘ pdf. 2006년 10월 3일 접속 
7) Ch때es S. Maier, Among Empires: Ameri따1 AscendanC)l and Its Predecesso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 2006),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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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미국의 힘이 어떤 성격을 지 

니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힘의 성격은 그 

것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미국이 제국인가 아닌가 

하는 표면적인 쟁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국이란 결국 힘 

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이 제국이라면 어떤 제국인 

가 하는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용어와 개념은 조심스럽 

게 검토할 것이다. 이는 용어상 혼란을 헤치며 학술적 분석을 시도하는 

데 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II. 군사력 

제국 논쟁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가 테러에 대한 전쟁에 있는 만큼， 

가장 주목을 끄는 견해는 최근 미국이 군사력에 주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을 제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비판적인 지식 

인들 사이에서 빌리 수용되는 견해지만 흔히 제국의 개념을 느슨하게 정 

의해서 사용한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런 약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한때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젤러 목 

록에 오르기도 했던 첼머스 존슨의 『제국의 슬픔』이다. 일본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정치학자는， 서두에서 1996년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미군 병사들의 일본인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국제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선언한다. “미국인들은 아직 

도 ‘외로운 초강대국’ 같은 완곡한 표현을 쓰고 싶어 하겠지만， 9/11 이후 

우리나라는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이는 돌이킬 수 없 

을 것 같다 "8) 그 끈거는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국제관계가 국제법 

8) Johnson, Sorroω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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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던 외교관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무력을 

앞세우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군부의 손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군국주의， 즉 군부가 자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나 정부구조를 경 

시하는 현상이 미국의 국제관계를 특징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 

은 물론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없다. 그 아래에는 냉전이 끝난 뒤에도 감 

축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된 군사력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이 세계 

38개국에서 725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면서 여기에 대략 25만 명의 병력 

과 3만여 명의 군속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렇게 덩치를 키운 군부가 9/11을 계기로 미국을 “외교정책” 대신에 군국 

주의로 끌고 갔다. 그래서 존슨은 미국을 “기지의 제국"(empire of bases) 

으로 규정한다.9) 

“기지의 제국”은 식민지가 없는 제국도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존슨 

의 답변이다. 답변은 미국에는 식민지가 없다는 점을 암묵적인 전제로 삼 

는다. 마국이 오키나와를 비롯해 태평양에서 많은 섬을 직접적으로 지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식민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객들이 있 

으나， 존슨은 그런 섬들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영토라고 보지 않는 것 

이다. 그의 답변은 제국주의에 대한 느슨한 정의 즉 “약소국에 대한 강대 

국의 지배와 착취”라는 규정에서 출발한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고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관계에 대해 

패권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존슨은 그것이 냉전 시대에 쓰이던 

“진영”이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쓰이던 “팽창주의”와 같은 완곡한 표 

현이라고 비판한다. 대신에 제국주의를 자신이 말하는 뜻으로 정의하면， 

식민지가 사라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제국주의는 먼저 신식민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대국이 

외견상으로 약소국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면서 실제로는 다국적기업 같 

은 사적인 제도를 통해 지배하고 착취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것은 다음 

9) Ibid., pp. 15-37, 151-185. 인용은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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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해외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그 

것을 통해 힘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군사기지 

는 식민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주둔 국가에서 “군대 

지위애 관한 협정”을 통해 19세기처럼 치외법권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기지의 제국”은 유용한 어구라 하기 어렵다. 우선， 군사기지를 

식민지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멀리 필리핀의 수 

빅 (Subic) 만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도 없이 바로 서울의 용산기지 이전사 

업이나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한 협의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은 상당한 병 

력을 주둔시키는 국가에서도 정부나 정치과정을 통제하지 못한다11) 미국 

이 “군대지위에 관한 협정”을 통해 치외법권을 누린다 해도， 그것을 식민 

지에 대한 제국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욱이， “기지의 제국”은 식민지가 없는 제국에 대해 흔히 적용하는 “비공 

식적 제국” 개념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지의 제국”은 

강대국이 군사기지에 배치한 무력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비공식적으로 지 

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이다. “비공 

식적 제국”은 주지하다시피 2차대전 이후에 나타난 신식민주의에 대해서 

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영국의 역사학자 로널드 로빈슨 

(Rona1d Robinson)과 존 갤러거(John G외lagher)가 1953년에 발표한 유명 

한 논문을 통해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그들은 19세기에 영국이 

약소국을 공식 적으로 합병하지 않음으로써 식 민지를 유지 하는 데 드는 

통치 비용을 줄이면서 자유무역을 통해 더 많이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그 

들의 취지는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에서 비공식적인 지배가 공식적인 

통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12) 사실， 이 

용어는 원래 영국이 공식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입각한 “직접 통치”에 옷 

10) Ibid., pp. 28-37. 

11) Maier, Among Errψires， p. 66‘ 

12) John Gallagher and Ronald Robinson,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Economic 
History Reuiew, 2nd Ser., 6‘ 1 (953), p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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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식민지의 권력구조를 존속시키며 그것을 이용하는 “간접 통치” 

에 의지했다는 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렇지 때문에 그것은 제국 

의 존재를 전제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것은 제국과 제국이 아닌 강 

대국을 구분하는 데 쓰기는 어려운 용어다. 물론， 제국은 강대국과 뚜렷 

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강대국치고 약소국에 대해 지배와 착취를 자행하 

지 않은 나라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을 강대국이라 부 

르지 않고 제국이라 부르고자 한다면， 양자를 구분하는 데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기지의 제국”이라는 어구는 미국외 힘에서 군사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첼머스 존슨은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경제적 제국주의에서 군사적 

제국주의로 이행했다고 말한다. 현재의 부시 행정부가 테러에 대한 전쟁 

을 선포하면서， 클린턴 행정부가 강조하던 경제적 패권 다}신에 군사적 패 

권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변화는 2002년 6월 부시 대통령이 미 

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에서 먼저 나바났다. 연설의 요지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군 

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이 새로운 노선은 그해 9월 미국 국 

가안보회의 (Natìonal Security Councìl)에서 채택한 안보전략에서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확립되었다. 물론， 존슨은 이런 정책 변화의 기원이 이미 

90년대 초부터 대두한 네오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네오콘의 주장이 클린턴 행정부 아래서 세계화와 다자주 

의를 추구하던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경시되다가 9/11 데러를 계기로 갑 

자기 주목을 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존 

슨은 부시 행정부의 군국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경제를 외 

면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군사력을 확장하면 이눈 결국 미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는 듯하다 13) 

13) Johnson, Sorrows, pp. 70-71, 25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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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클린턴과 부시 사이에 단절이 있기는 해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 

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존슨이 단절을 강조하는 근거는 주로 부시 행정 

부의 일방주의와 군국주의에 있는데， 이는 제국론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리다.14) 이 논리는 연장하면 미국의 제국주의가 일시적인 현상 

이라는 견해로 귀결되기도 한다. 유명한 사회학자 마이클 맨(Michael 

Mann)은 『엉성한 제국』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를 사실상 군국주의로 환원 

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에 관해 지도적인 영국사 전문가 린다 콜리(Linda Colley)는 

미국이 처음부터 제국주의를 실행해 왔다고 단언한다. 미국은 영국 제국 

주의의 산물로서， 힘으로든 돈으로든 간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토지를 빼 

앗아 발전했고， 이런 발전 방식을 계속하면서도 제국주의에 대해 부인했 

다는 것이다 15) 콜라는 제국주의를 너무 느슨하게 규정해서 팽창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기는 해도， 맨이 그것을 지나치게 좁게 한정해서 군 

국주의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바로 

이런 비판은 존슨에게도 해당된다. 그가 클린턴 행정부와의 단절을 강조 

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군국주의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존슨의 견해는 미국의 실제 행동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우선， 

미국은 2002년부터 군사비 지출을 확대했지만， 군시적 패권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toc에101m Intem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군사비 지 출자료에 

서 분명하게 드러난다.<표 1>에서 보이듯이， 미국의 군사비는 정책 변화 

거- 있던 2002년부터 금액 측면에서도 비율 측면에서도 늘어났다-2때1년 

14) Rodrigue Tremblay, ηle New Ameriam Empire (Philadelphia: Infinity Publishing, 
2004); Roger Burbach and Jim Tarbell, lmperia! Overstretch’ George W Bush and 
the Hubris 01 Empire (New York: zed Books, 2(04) 

15) Michael Mann, lncoherent Empire (London: Verso, 2(03); Linda Colley, “Introduction 
Some Difficulties of Empire -- Past, Present, and Future," Common Know!edge 11 ‘ 2 
(Spring 2005), pp. 198-214. 또한 다음도 참고하라. David Cannadine, “ ‘Big Tent’ 
Historiography ’ Transatlantic Obstacles and Opportunities in Writing the History of 
Empire," Common Knowledge 11: 3 (Fall 2005), pp. 37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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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단위 2003년도 10억 달러) 

미 국 431.4(5.3 336.6(3.8) 322.3(3.1) 452.6(4.이 478.2 

영 국 51.5(3.9) 43.1(3.0) 40.5(2.4) 51.1(2.8) 48.3 
TI 라 .. -까‘ 50.0(3.4) 46.1(3.0) 43.8(2.5) 41.2(2.6) 46.2 

일 본 37.7(0.9) 40.5(0.9) 41.8(1.0) 42.4(1.0) 42.1 

~ ~ 52.2(2.8) 37.9(1.6) 36.6(1.5) 34.0(1.4 46.2 

이태라 2껑5.4(띠2.1) 22.4(1.8) 29.7(2.1) 30.3(2.0) 27.2 

러시아 * 126.4(12.3) 16.0(4.4) 14.1(3.7) 19.3(4.3) 21.0 

중 국 [12퍼(2.7) [14.0](1.8) [22.2](2.0) [37.7] (2.4) 

주: ()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1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추정치 
*는 소련의 군사비 지출액 

출전: Stoε념101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he SIPm Mili떠ry Expenditure 
Database: http://first. sipri.org/non-firsνmilex.php (2뼈년 10월 2일 접 속). 

에는 3，249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조금 늘었으나 비중은 늘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서 드러나듯이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강조하기 시작 

한 것은 그때부터가 아니다.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해마다 적게는 3,223 

억 달러에서 많게는 4，782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이 기간에 해마다 

다른 강대국들이 지출한 군사비를 모두 합친 액수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 

이다. 이 자료는 각국이 공개한 지출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양적 

인 차이는 질적인 차이를 수반한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는 다른 강대국 

에 비해 규모가 더 클 뿐 아니라 효과도 더 큰 꾼사력을 만들어내는 데 

쓰인다. 이는 첨단 기술에서， 특히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보 

여준 전파 방해와 정밀 폭격， 그리고 새로이 개발펀 중성자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이르는 낯선 무기체계에서 잘 드러난다. 그것은 또한 군사 

력이 며치는 범위에서도， 바꿔 말해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미군 

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드러난다. 첼I껴스 존슨이 지적하듯이 

70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꾼사기지가 없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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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손을 뻗힐 수 있도록 이미 1979년부터 신속기동군(Rapid Deployment 

Force)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9/11 이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II I. 경재력 

존슨을 비롯해 많은 제국론자들은 현재의 부시가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방과 경제 통합을 역설한다는 사설에 주목하지 않는데，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치학자 앤드류 베이치비크가 강조한다. 그는 2002년에 출간 

된 『미국의 제국주의』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방향 없이 표류하 

다가 9/11을 계기로 일방주의와 군국주의로 흐른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부터 시장 개방과 경제 통합이라는 기본 목표에서 멀어진 적이 없다고 지 

적한다. 부시가 우월한 군사력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션언한 2002년 6 

월 연설에서도 자유를 수호한다는 대의를 주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테러에 대한 전쟁조차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는 것이다. 베이치비크는 거기서 나타나는 연속성을 무엇보다도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공유되는 세계관에서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과 그 보좌진은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거의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연관되어 있는 

네 가지 목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면서 미 

국의 지배적 위치를 영구적으로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주도 아래 세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를 개방과 통합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셋째，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군사적 패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면서 지구 전역으로 확대 

하는 것이다. 베이치비크에 따르면 이들 목표는 냉전이 끝난 뒤에 설정되 

었지만， 그 아래에 깔려 있는 세계관은 이미 19세기 말에 형성되었고 냉 

전이 시작되던 2차대전 직후에 미국 외교의 기본 노선으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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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적어도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고 주장한다 16) 

베이치비크의 견해를 따르면 미국의 힘을 경제 측면에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제국의 개념에 관한 낯익은 문제에 다시 부 

딪히게 된다. 미국은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제국이 아니라는 항변에 대해， 

그는 다만 “비공식적 제국”이라는 어구로 답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하면서 느슨한 개념에 의존하는 태도는 

제국주의에 관한 논쟁에서 특이한 것이 아나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관 

점에서 볼 때 베이치비크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는 좌파 학자들에게서 

도 흔히 나타난다. 

사실， 그런 태도는 좌파 학자들의 고질적 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베이치비크가 입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미국 외교사의 거장 윌리엄 애플 

먼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의 저술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맑스주의 평론지 『먼쓸리 리뷰』에 이르기까지 흔헤 볼 수 있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1959년에 발표한 『미국 외교의 비극』에서 19세기 말 이후의 

미국 외교를 “문호개방 제국주의"( Open Door imperi떠ism)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1890년대부터 해외에 

서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려 했는데， 그때에는 이미 강대국들 

이 세계 전역을 식민지나 세력권으로 분할해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공간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식민주의에 반대하 

면서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20 

세기 내내 이것을 외교의 기본 노선으로 견지했다 윌리엄스의 책을 읽다 

보변 경제적 제국주의론의 개척자 존 흡슨(John A. Hobson)을 연상하게 

되지만， 미국을 식민지가 없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제국”으로 규정하는 

대목에 이르면 설망을 느끼게 된다17) 윌리엄스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한 

16) Bacevich, Ameri때) Enψlre， 특히 pp. 1-31, 198←껑4 
17) WilIiam Appleman Williams, The Tragedy of Amerí，α Diplomacy, 2nd revised and 

e띠않ged ed. (New York: Dell Publishing, 1972). 홉슨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hn A. Hobson, Imperíalism, a Study (London: ]. Nisbet, 1902), 신홍범 • 김종철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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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지식인들은 대개 홉슨의 해석을 맑스주의로 흡수시킨 레닌의 

견해로 경도되어 있다. 이는 2004년에 『먼쓸리 리뷰』에서 해리 막도프 

(Harry Magdoff),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사미르 아 

민(S없ùr Amin) 같은 지도적인 좌파 학자들의 기고문을 모아 간행한 논 

문집에서 특히 분명하게 보인다. 그들은 제목을 “미국의 역병 "(Pox 

Americana)이라 붙인 이 책에서 미국의 제국주의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제국주의는 테러에 대한 전쟁 속에서 시작된 것 

이 아니라 미국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다. 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유럽에서 대두한 자본주의가 다른 

대륙으로 팽창하는 과정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데 역사적 안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선언한다. “제국주의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며 자본주의 자체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8) 여기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레년의 명제를 고수하는 태도 그래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와 

구분하지 못하는 맹점을 찾아내기는 쉽다. 

이 맹점은 오늘날 미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으로서 주 

목을 끌고 있는 두 권의 저술에도 들어 있다. 지리학계의 거장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는 2003년에 발표한 『새로운 제국주의』에서， 제국주 

의라는 용어를 정치적 논쟁 대신에 학술적 분석에 쓸 수 있도록 “자본주 

의적 제국주의"(capitalist imperialism)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것은 “영 

토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혼합된 제국주의를 뜻한다. 여기서 전자는 

해외에서 영토를 지배하고 거기서 인력과 자원을 착취하려는 정치적 기 

도를 가리키고， 후자는 자본을 장악하고 이 용함으로써 시 간과 함께 공간 

을 뛰어넘어 축적을 추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자 

「제국주의론J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2) 
18) John Bellamy Foster and Robert W. McChesney, Pox Americanα Exposing the 

American Empire (New York: Monthly Review Pr., 2애4). 인용은 11쪽. 레년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V. 1.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5띠!ge of Capitalism: A 
Popular Outline (New York: lntemational Publishers,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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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적 제국주의를 뜻하므로，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후자에 달려 

있다. 하비에 따르면， 자본이란 과도하게 축적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 

어 “강탈에 의한 축적”을 기도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 

함에 따라 자본 축적의 기회가 줄어들면 자본가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 

지 않은 지역으로 진출해， 거기서 농민으로부터 보지를 빼앗아 갖거나 공 

유지를 사유지로 만들어 차지하거나 아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계 

를 잇기 위해 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맑스가 

말하던 “자본의 원초적 축적”인데 하비가 자인하듯이 이 과정이 자본주 

의의 초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산에 따라 지속적 

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표현을 바꾼 것일 뿐이다 19) 그렇다 

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새로운 영토로 획장 

되면서 초기의 발전 단계를 되풀이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 

비는 다른 많은 맑스주의자들처럼 제국주의를 자본주의로 환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비도 맑스주의자들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와 구분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경제적 해석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의 전통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제국에서 식민 

지가 갖는 군사적， 정치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 제국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국들이 주로 군사적， 외교적 전략의 견 

지에서 식민지를 평가했다는 사실은 이미 1930년대에 역사학자 윌리엄 

랭거 (William L. 터nger)가 보여주었으나， 그와 대결하지 않고 그저 회피 

할 뿐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를 근거로 삼아 제국주의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누는 매우 단순한 개념이라 

는 점이다. 그것은 근대 이전에 나타났던 제국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대 제국들의 다양성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덮 

어버리는 틀이다， 그래서 하비는 미국 제국주의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실 

패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했던 영국의 

19) Harvey, New Imper따lísm 특히 pp. 26-86, 13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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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부르주아지는 간단히 말해 19 

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영국의 부르주아지가 깨달았던 것을 다시 깨달 

았다. 그것은 아렌트의 말처럼 ‘단순한 강탈이라는 원죄’를 통해 자본의 

원초적 축적이 가능했는데， ‘축적의 동력이 갑자기 꺼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 그 원죄를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이 따라서 하비는 며 

국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도적인 정치학자 엘른 메익신즈 우드(Ellen Meiksins Wood)는 하비 

보다 정교한 이론을 내놓는다. 그는 2003년에 출간된 『자본의 제국』에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제국의 역사를 개판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제국이 존 

재했다고 지적한다. 첫째 유형인 “재산의 제국"(empire of property)은 중 

국이나 로마처럼 영토를 장악하고 그 주민과 토지로부터 조공이나 세금 

을 거둬들이는 제국이다. 둘째 유형은 “상업의 제국"(empire of commer

ce)으로서， 근대 초기의 네덜란드처럼 무역기지를 확보하고 교환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제국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제국"(empire 

of capita1)은 다른 유형과 달리 영토적 지배 대신에 경제적 패권을 추구 

하는 제국을 뜻한다. 이 제국은 둘째 유형처럼 교환올 통해 상엽적 이익 

을 얻기도 하지만， 그와 달리 투자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이윤을 추구 

하는 데 주력한다. “자본의 제국”은 근대 초기에 영국이 해외에 식만지를 

건설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드에 따르면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달 

리， 영국은 식민 사업을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추진했다-구체적으로 

말해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가서 재산을 투자해 농장을 건설하고， 그것올 

운영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거기서 탄생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인도에서 드러나듯이 영 

국이 19세기 후반에도 영토적 지배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국은 영토적 지배를 회피할 수 있고 따라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따르는 

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세 

20) Ibid., p. 182 랭거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William L. L뻐ger， The Dip!ol11OLY 
of Imperialism, 18fXJ-1fXJ2 (New York ‘ “lOpf,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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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난 다음 

에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 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IT)으로 구성되는 국제 경제체제를 

수립해서 미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그래서 우드는 “미국이 최 

초의， 그리고 아직까지 유일의 자본주의 제국”이라고 주장한다찌 

이 견해는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우드는 레닌을 비롯해 20세기 초에 맑스주의자들이 

제기한 고전적 이론들을 역사적 맥락에 비춰 비판한다. 우드에 따르면， 

그들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서 최고 단계나 최후 단계에 이른다고 생 

각한 것은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던 당대의 현싣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때에는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자 독일을 비롯해 다른 나라도 산 

업화에 주력했고， 이것이 군사적， 정치적 경쟁으로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가 발전하지 않은 지역을 자본주의 세계로 강제로 통합하는 현상으로 이 

어졌다. 레닌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다 맑스의 이론-가장 성숙했던 

영국의 자본주의를 분석해서 구성한 체계-을 적용했고， 그렇게 해서 맑 

스의 이론에 어긋나는 전망-자본주의가 세계 전역으로 충분히 확산되기 

도 전에 자본주의가 쇠퇴할 것이라는 예언 을 제시했다. 이 고전적 이론 

들은 미국의 재국주의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이제 자본주의가 사실상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이론이 필요하다고 우드는 주장한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식민지를 얻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경쟁이 없고， 경제 측면에서만 정쟁이 벌어진다. 거 

기서 자본은 식민지보다 국민국가를 선호한다. 국기는 자본 축적에 필요 

한 기본 조건， 그러니까 재산관계， 시장기제，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제질서에서 군사력이 중요하다고 우드는 강조한다. 

군사력은 국가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저항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rogue states) 

21) Ellen Meiksins Wood, Empire of Capi띠1 (London: Verso, 2003) , 인용은 x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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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하며，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처럼 미국의 패 

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데 불가결한 수단이다.22) 

우드의 견해는 고전적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 

에서， 특히 미국 제국주의의 특정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사실， 역사학자 패트릭 

울프(Patrick Wolfe)는 거의 10년 전에 고전적 이론이 자본주의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된 다음에야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맑스의 예언에 어 

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껑) 이는 이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와 구분 

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것 즉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팽창 경향을 고려할 

때 자본주의를 제국주의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래도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대두하지 않은 시대나 지역에서도 존재하던 

현상이므로 자본주의에서 떼어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우드는 제국이나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현상으로 다루면서도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그는 서론에서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을 제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결론을 맺 

을 때까지 제국이나 제국주의의 개념조차 정의하지 않은 채 미국을 제국 

으로 취급할 뿐이다. 그 대신， 제국이 행사하는 강제력에 주목한다. 우드 

에 따르면， 제국은 언제나 경제적 강제와 “비경제적 강제 즉 정치적， 군 

사적， 사법적 강제를 혼합해서 행사하는데 오직 자본주의적 제국만 경제 

적 강제에 주로 의지한다，24) 그래서 그는 미국이 행사하는 경제적 강제력 

과 비경제적 강제력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 설명하면서， 그것을 근거 

로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바꿔 말해， 우드는 제국이란 식민지가 

있든 없든 간에 다른 나라에 대해 강제 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 

22) Ibid , pp 125-]68 
23) Patrick Wolfe, “History and Irnperialism: A Century of Theαy， from Marx to 

Postcolonialism," Ameriam HistoricαI Review 102 ’ 2 (April 1997) , pp. 잃8-420. 좌파에 

서는 이미 %년대 초부터 제국주의라는 용어의 유용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S야CI며 Section: Imperialism: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떠ysis?" Radical Historγ Review 57 (F:외1 1993), pp. 4-180 

24) Wood, Empire of Capital,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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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게 느슨한 용볍은 미국처럼 주로 경제력에 의지하는 자본주의 

제국에 적 합하지 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국과 제국 아닌 국가를 구분하 

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국이란 결국 정치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개념인데도， 우드는 그 관계 대신에 그 관계를 수립하는 수단에 주 

목하가 때문야다. 실제로 우드는 오늘날 “세계가 지매하는 제국과 종속당 

하는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제 

국과 종속 국가가 모두 주권국가인 국제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엉) 그라면서도 주권국가 사이의 지배-종속관제에 매해서는 강제력이 

라는 수단 이외에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더욱이， 경제력에 관해서도 우드의 견해가 전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은 아니다. 물론， 우드는 미국의 경제력을 중시하면서도 결코 군사력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비드 하비나 첼머스 존슨보다 훨씬 균형 

잡히고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그늪 제국주의에 비판적인 

많은 지식인들처럼 미국의 경제력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런 생각에 대해서는 중요한 반론이 제기되었는메 이 논쟁은 제국에 관한 

논쟁과 얽혀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은 주지하다시피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달러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겪 

었을 때 형성되었다. 그런 비관론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레이건 행정부의 

공격적인 팽창정책 앞에서 후퇴했으나， 역사학자 폴 케네디 (Pa띠 M. 

Kennedy)가 『강대국의 흥망』을 발표해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역사상 강대국들이 경제력의 한계를 간과하고 “과도한 팽창"(overstretch) 

을 시도하다가 필요한 군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쇠망했다고 강조했다， 이 

간단한 교훈은 레이건 행정부 아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크 

게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엄중한 경고처럼 울려 퍼졌 

다. 더욱이， 좌파에 속하는 사회과학자들은 미국이 쇠망하고 있다는 생각 

25) lbid.,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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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박한 지식과 정교한 이론으로 다듬어 발표하면서， 비관론의 확산에 

일조했다.26) 따라서 90년대 중엽까지도 미국의 국력은 흔히 소극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낙관론이 부활하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 아래서 미국은 정보 • 통신을 비롯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며 빠른 속도로 재정 적자를 줄였고 반면에 일본이 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러시아가 체제 이행의 진통에서 헤어나지 봇하고 있었다‘ 미 

국인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한 낙관론에는 새로운 논거도 있었다. 이미 

90년대 초부터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2세(Joseph S. Nye, Jr.)는 미국의 

쇠퇴를 장기적인 추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흔히 미 

국의 국력이 1945~68년간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쇠락했다고 보지만， 이는 

그 시기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견해라고 비판했다. 그때에는 독일이나 일 

본 같은 패전국뿐 아니라 영국과 소련 같은 승전국도 군사적으로나 경제 

적으로 피폐에 빠졌다가 희생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지 

나치게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1980년대에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 

서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턴 

20세기 초와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긴) 이런 견해는 나이가 90년대 전 

반기에 국방 차관보를 비롯해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안 

보정책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더욱 무게를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최 

근에는 니얼 퍼거슨이 폴 케네디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개념을 비판함으 

로써 미국의 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해준 

다. 그는 영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흥망 과정을 변밀하게 검토하고 그 

26) Paul M. Kennedy, The Rise and Fa11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α뼈1ge and 
Military α빼iα from 1500 to 21χη (New York: Random House, 1987), 이일수 • 전남석 
• 황건 공역강대국의 홍망J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8); l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World-Economy: The S따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C뼈 
bridge: Cambridge Univ. Pr., 1984), pp. 37• 46; Giovanni Arrig비， ηJe Long Twentieth 
Centuη: Money, POωer， and the Ori밍‘ns of Our Times (London: Verso, 1994) 

27)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αm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58 美 國 學 第二十九輯(2006)

과정이 경제력이라는 포괄적 역량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차라리 채권이나 조세 같은 장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군사비를 충 

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것이다.쟁) 이런 비판과 미국의 

활력 앞에서 폴 케네디도 저 유명한 관념을 철회했는데，잃) 이는 이제 미 

국의 국력이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디고 해도 낙관론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력을 국가별 

로 비교하는 데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군사력의 토대로서는 

생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가 유용하 

다. 거기서는 각국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O을 채택하면서도 국가별로 화폐띄 구매력이 상당히 다 

르다는 점을 고려해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c Parity) 방법에 따라 

조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표 2>에서 보이듯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000년 9조 9，630억 달러에서 2005년 12조 3，100억 달러로 늘었 

지만， 세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서 20.3%로 줄었다. 이런 

추세는 소련 해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 1990년에는 미국의 생산력이 2위 국가와 3위 국가를 합 

친 것보다 14% 정도밖에 크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30%까지 커졌다. 그 

러나 2005년에 오면 미국의 생산력이 2위 및 3위 국가의 생산력보다 오히 

려 작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중국의 성장이다. 중국은 90년대 중엽 

부터 일본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생산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이 

로운 속도로 성장해 왔고 그래서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액수로 가늠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구 

매력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13억이 넘는 많은 인구 때문에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인도와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주요국들，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인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5개국은 국내총생산을 

28) NiaJJ Ferguson, πJe Cash Nexus: Money and Power in the Modem World, 17()()-21αη 
(London: Penguin Books, 2001). 

29) Ferguson, ColossμS， pp.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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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구매력 평가치) 추이(단위 10억 달러) 

얹었 : 찌때헥-
세 계 NA NA 

미 국 [5，얘5] 6.738 

유럽연합 NA NA 

갱~ 국 [413] 2.979 

일 본 [2,115] 2,527 

인 도 [254] 1，껑4 

도...，투 일 1,157 1 ，없5 

여。 국 않8 1，여5 

-고라n _λ 873 1,080 

이태리 없4 999 

러시아 (2，66이 721 

주: [l는 국민총생산(GNP) 
( )는 소련의 1쨌년도 국민총생산 
* 단위는 1 달러 

었X업 繼앓일였흉)~ 
43,600 60,630 NA 

9,963 12.310 41,600 

NA 12,180 NA 

4,500 8，잃3 6,800 

3,150 4,025 31,600 

2,200 3，앙36 3,400 

1,936 2，생O 30,100 

1,360 1,818 30,100 

1 ，μ8 1,794 29,600 

1,273 1,667 28,700 

1,120 1，많4 11，때O 

출전: U.S. Centra!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1990, 1991, 1996, 200l, 2006: 
https://wv..'W.ciagov!cüv'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2뼈년 10월 4일 접 속); http: 
/ /theodora.com/wfb/abc world_facLbook.html (2C뼈년 10월 5일 접속). 

모두 합쳐야 겨우 미국만한 생산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아직 

도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론이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 

목에서 볼 때， 미국은 경쟁국들에 비해 전례 없이 높은 우위를 누리고 있 

다. 19세기 영국을 비롯해 다른 재국들이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 

월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20세기 미국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정치학자 윌리엄 월포쓰 

(W퍼iam C. Wo퍼forth)의 최근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18세기 중엽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의 상대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제력과 군사력의 측면에서 각국이 강대국들 가운데서 얼마만한 비증을 

차지하는지 보여준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18세기에는 인구와 병력을， 그 



60 美 國 學 第二十九輯(2006)

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는 국내총생산과 군사비를 지표로 이용해， 최상위 

강대국 6~7개 국가들 가운데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내는 것이 

다. 그에 따르면， 최고 강대국은 18세기 중엽에는 프랑스， 18세기 말에는 

러시아， 그리고 돼세기 말에는 영국과 러시아였는데， 이들 가운데 어느 

국가도 30%가 넘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 예외적으로 

프랑스만이 18세기 중엽에 40%에 가까운 군사력 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 후반에 40% 조금 넘는 비중을 차 

지했는데도 소련에 약간 뒤졌지만， 21세기에 들어 와서는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갑자기 올라섰다. 경제력에서는 20세기 중엽에 50%가 념는 비 

중을 차지했으나， 20세기 말에 30% 정도로 줄어딸었다가 21세기에 들어 

와서는 40%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군사력뿐 아 

니라 경제력에서도 미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30) 따라서 미국의 쇠퇴는 화급한 화두라 힐 

수 없다. 

그래도 현실에 대한 해석은 상이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제국 논쟁에 미 

묘한 영향을 끼친다. 비관론은 대체로 제국론자들이 이데올로기에 관계없 

이 수용하는 해석이다. 그들은 미국의 쇠퇴에 대해 첼머스 존슨처럼 우려 

을 갖거나 엘른 떼익신즈 우드처럼 희망을 품는 것이다. 반면에 낙관론은 

정확하게 말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다양한 처 

방으로 연결된다. 낙관론 지체를 거부하는 좌파를- 제외하고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에 따라 다른 정책을 제안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다. 우선， 니얼 퍼거슨처럼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국주의를 표방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네오콘을 비롯해 극단적인 우파는 사실상 제국 

주의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극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힘의 외교를 중시한다. 예를 들변， 정치학자 

30) William C. Wohlforth, “U.S. Strategy in a Unipolar World," America Unrivalled:‘ 까l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ed. G. John Ikenberry (Ithaca: Comell Univ. Pr., 
2002), pp. 98-118. 특히 105쪽 그림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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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미어샤이머(John ]. Mearsheimer)나 카터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었 

던 즈비니에프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미국이 제국주의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해도 권력정치의 논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 

한다.31 ) 반면에， 온건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가 제국 

주의로 경도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 이들은 물론 미국을 제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두 정파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 

나 그런 정파와 달리 명시적이든 묵시적여든 간에 미국을 패권 국가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를 패권론-80년대에 대두한 패권안정론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과 연관되 어 있으나， 그와 달리 제국론에 

반대하며 미국을 패권 국가로 규정하는 일군의 해석-으로 묶을 수 있다. 

패뀐론은 물론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온건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 

는데， 지금까지 다룬 제국론의 대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재도책 권위와 문햄척 매력 

패권론은 한마디로 줄이자변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제국과는 다른 방 

식으로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견해다. 제국의 개념을 느슨하 

게 규정해서 식민지가 없는 미국에 적용하기 보다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가며 힘을 사용한다는 데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 취지 

는 온건파 패권론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속에， 제국이라는 용어에 

의지하는 비유법에서 힘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회피하는 완곡어법에 이르 

는 여러 가지 용법 속에 들어 있다. 역사학자 가이어 런드스타드(Geir 

Lundestad)는 미국을 가리켜 “요청으로 탄생한 제국”이라 부르며， 2차대 

전 이후에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요 

31) Brzezinski, Choice; John ]. Mearsheimer, The Tragedy cf Grα11: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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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영어사 

용권의 유명한 논객 마이클 이그네이티프(Michael Ignatieff)는 “염은 제 

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어구를 처음으로 사흉한 글에서 그것이 패 

권을 가리킨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거기서 그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미 

국의 특정에 대해 이렇게 발한다. 

미국이라는 제국은 식민지나 정복， 또는 백인의 사명 위에서 건설되었던 지 

나간 시대의 제국과 같지 않다. 21세기의 제국은 정치딱계에 알려져 있지 않 

던 새로운 창조물인 열은 제국， 즉 자유로운 시장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역설 

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행사하는 세계적 패권이다，32) 

정치학자 마이클 맨들바움(Michael Mandelba뼈)은 차라리 비유법을 써 

서 미국을 골리앗으로 묘사한다. 그렇지만 그의 취 지는 미국이 국제사회 

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많은 국가의 안선을 보장하고 국제 통 

화를 제공하며 시장 기제를 보호하는 등， 이른바 “공공재 "(public goods) 

를 공급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33) 

이에 대해서는 조지프 나이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대신， 그는 미국의 

역할을 지도력이라는 가장 완곡한 용어로 표현한다. 그의 의도는 그가 미 

국의 힘을 군사력 같은 “단단한 힘 "(hard power) ,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 

와 제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힘 "(soft power)으로 나누고 후자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데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잃) 

이 다양한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패권론자들이 미국의 힘을 어떻 

게 파악하는가 히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용어 문제는 미국의 

32) Ignatíeff, “American Empíre." 
:33) Michael MandeJbaum, The Wse for Goliath' How Amerirn Acts as the World’s 

Govemment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PublicAffairs , 2005). 
34) Joseph S. Nye, Jr., 50ft Power: The Means to 5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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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살펴본 다음에 다루는 편이 낫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단일한 집단처럼 취급하는 데 

는 무리가 따른다. 런드스타드와 이그네이티프가 정치학에 종사하지 않으 

니 이틀을 차치한다 해도 맨들바움과 나이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나이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유명한 어구 때문에 앤들바움보다 더 온건한 

것처럼 보인다. 이 용어는 흔히 문화적 매력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나이 

자신이 최근에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군국주의 때문에 미국의 지 

도력이 오히려 약화된다고 보고 “부드러운 힘펙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문화적 매력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그래서 그는 신작에서 “부드러운 

힘”의 원천에 관해 언급하면서 가치와 문화， 그리고 외교정책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나쳐 

버린다，35) 그렇지만 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만들어 썼을 때， 그것은 국 

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가치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다루는 브레튼우즈 체 

제 같은 제도까지 포괄해서 가리키는 어구였다 이는 그가 70년대부터 국 

제정치에서 제도가 지니는 영향력에 주목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36) 따라서 나이를 포함해 패권론자틀은 모두 미국의 힘에 

관해 강제보다는 동의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조류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조류는 제국 논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형성된 것이 

다. 그것은 거의 한 세대 전에 국제체제가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형성 

되었기 때문에， 그 형성 과정까지 살펴보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패권론은 1970년대에 변형된 국제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60년대 말부터 한동안 위기에 처했는데， 거기서 벗어 

35) Nye, Soft Power, pp. 5-15. 따라서 “부드러운 힘”은 흔히 문화적 매력으로 이해되는데， 
그 예로는 다읍을 보라 Ferguson, Colossus, pp‘ 19-24; Maier, Among Empires, p. 65 

36) Nye, Bound to μad， pp. 29 • 35, 191 • 195;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ω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 1977) 또한 다음도 참고하라 Joseph S. Nye, Jr., The Paradox of Amerimn POωer 
(Oxford: Oxford Univ. Pr., 2002), 홍수원 역제국의 패러독스J (서울‘ 세종연구원， 
2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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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위해 70년대 초에 중국과 국교를 맺고 소련과 군축회담을 열며 서독 

과 일본 등 우방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미 

국과 소련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 새로운 체제에 관해 정치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것은 이션처럼 국제관계에 안정 

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국제관계 연구자들 가운데 

서 이른바 현실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랬다 그들이 보 

기에 국가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 

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제관계를 갈등과 혼란으로 끌고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실주의자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은 1981년에 

발표한 『세계정치 속의 전쟁과 변화』에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관계는 외팽상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근본적인 성격에서는 조금도 변화를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 

대의 상황에 벼춰볼 때 패권의 약화에 수반되는 웰안정성을 지적하며 패 

권 국가가 동제하는 단극체제의 출현 가능성， 또는 제국주의의 복귀 가능 

성을 예언하는 것이었다.앞) 

그렇지만 로버트 커헤인(Robert O. Keohane)을 비롯해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라는 다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패 권의 약화에 대해 우려 

하지 않았다. 커헤인은 1984년에 간행된 F패권 이후』에서 패권이 쇠퇴해 

도 국제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길핀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 다음에도 선진 자본 

주의 국가들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국제기구들 덕분에 협력을 계속하면 

서 국제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커헤인도 국가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길핀과 달리 국가는 자기 이익을 위 

해 협력할 줄 알고 학습을 통해 행동양식을 바꾸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 런 견해는 무엇보다도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관찰에 토대를 두고 있 

다. 커헤인은 이 체제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치명적인 위기를 겪고도 

37) Robert Gilpin, War and α)[lfl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암‘’ 
1981). 특히 14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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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아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때 미국 경제력의 약 

화 때문에 달러의 지금(地金) 태환이 중지되고 각국 화폐의 환율도 달러 

와 관계없이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그래서 일부에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했다고 선언했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스스로 환 

율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체제를 수정된 

형태로 유지했다는 것이다.38) 바꿔 말해，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날 때 무역 

자유화를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경제질서를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재편했고， 그렇게 해서 수립된 “제도적 국제체제페ntema

tional regime)가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 다음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커헤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가 강조한 

“제도적 국제체제”라는 개념은 『패권 이후』가 나오기 전부터 주목을 끌고 

있었다. 그것은 커헤인이 조지프 나이와 함께 발표한 1977년도 저술에서， 

통화와 해양 부문을 중심으로 20세기 국제정치에서 상호의존성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다. 두 사랍은 그것을 국제관 

계를 움직이는 규칙과 규범， 제도와 절차를 뭉뚱그려 가리키는 데 썼 

다.39) 그것은 상당한 관섬을 끌었고， 그 결과 801견대 초에는 그 개념을 주 

제로 다룬 논문집이 간행될 정도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4이 그런 성과 

를 근거로 커헤인은 길핀뿐 아니라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 (Charles P. 

Kind1eberger)도 비판했다. 킨들버거는 이미 1973년에 간행된 『공황에 빠 

진 세계』에서 패권 국가가 기축 통화를 공급하고 교역 조건을 안정시키 

는 둥， “공공재”를 공급해야 국제 경제질서가 유지된다면서 패권안정론을 

제기함으로써 길핀의 논지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찌 그렇지만 패권 

안정론은 소련의 해체를 계기로 현실 속에서 입증되는 것으로 보였다. 우 

38)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αoperation o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 
cal Economy, with a new preface by the author (Princeton, N.J ‘ Princeton Univ‘ Pr., 
2005). 특히 182-216쪽， 

39) Keohane and Nye, Power αJd lnterdependence. 
40) Stephen D. Krasner, ed., lntemational Regimes (Ithaca: Comell Univ‘ Pr., 1983). 
41) Charles P. Kindleberger, ηle World in Depression, 19:.싼1939 (Berkeley: UlÙv. of 

CaliforlÙa P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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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커헤인은 『패권 이후』에서 전망했던 것과 달리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 

기는커녕 단극체제를 이끌 만큼 막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42) 다 

른 한편， 로버트 길핀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강대국들이 미국이라는 유일 

의 초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설명해야 했다. 왜 그런가 하고 묻던 정치학자들은 흔히 킨들버거의 

패권안정론과 커헤인의 제도주의를 절충하는 데서 해답을 끌어내었다. 그 

들은 단극체제의 안정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더불어 널 

리 정착된 자유주의적 규범 및 제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하며， 그 배 

경에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엘리트들이 썼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43) 더욱이， 로버트 길핀도 제도주의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는 

80년대 말에는 제도의 관성을 거론하며 그 영향력을 인정하는 데 그쳤으 

나， 오늘날에는 현실주의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 국제체제”의 중 

요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쩨 

제도적 권위와 문화적 매력이 미국의 힘을 구성따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패권론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수긍한다. 최근에 와서 

좌파 가운데서 일부 학자들은 제도화된 국제 협력띠 미국의 제국주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주로 맑스주의자들이 기고 

한 논문으로 구성된 『테러에 대한 전쟁과 냉전 이후의 아메리카 ‘제국’』 

에서 잘 드러난다. 기고자들은 미국을 패권 국가가 아니라 비공식적 제국 

으로 규정하지만， 제목과 달리 냉전이 끝나기 이전끼지 거슬러 올라가 미 

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질서에 관심을 기울인다. 뜩히 저명한 정치학자 

42) Keohane, After Hegemony, pp. ix-x. 
43) Wohlforth, “U.S. Strategy"; G. John Ikenberry, “Democracy, Institutions, and Ameri

can Restraint," Ikenberry, ed., Amerim Unrivale며 pp. 213-238; John M. Owen, IV, 
“Transnational Liberalism and American Primacy: or, Benigni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ibid‘, pp. 239-259; Thomas Risse, “U.S. Power in a Liberal Security 
Community," ibid. , pp. 260-283 

44) Robert Gilpin, Global Po!itim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mational Econorrnc 
Order (Princeton, N.].: Princeton Univ. Pr., 2001)‘ 특히 82-102쪽 cf. Robert Gilpin, 
The Politiml Economy of Intemational Relations (안inceton， N.].: Princeton U띠v. P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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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패니취 (Leo P뻐itch)는 샘 진딘(Sam Gindin)과 함께 집필한 논문에 

서， 제국주의에 관한 고전적인 맑스주의 이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자본 

주의 국가들이 경제위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경쟁에 돌입한다는 낡은 이 

론을 갖고서는， “어 떻게 해서 아메리카 제국이 걷쟁 관계에 있는 자본주 

의 국가들을 한데 묶어버렸는지， 또 이것이 질로 세계 전역에서 자본주의 

가 확립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서부 유럽과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을 제도적으로 연결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나아가， 미국이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군사 동맹을 통해서도 제도적 연결망을 구 

축했다는 사실까지 지적한다，45) 그래서 미국에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대국들은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테러에 대한 전쟁에 관해 이견을 보이 

면서도，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패권에 대해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토대로 미국을 특이한 제국으로 규정하면서， 이 책 

의 펀자 알레한드로 콜라스(Alejandro Colás)와 리차드 사울(Richard 

Sa띠D은 이제 천착해야 할 문제는 “미국이 제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 

기보다 미국이 어떤 종류의 제국인가”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46) 

그러나 새로운 문제로 눈을 돌릴 수 있을 만큼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 펀자들은 제국의 개념을 검토하지 않고 그저 “비공식적 제국”이 

라는 용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의 저술로서는 잠시나마 널리 

주목을 끌었던 『제국』에서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 

그리 (Antonio Negri)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의 제 

도적 권위는 미국이 주도해서 구축한 여러 제도 덕분일 뿐 아니라 근대성 

에서 벗어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키면서도 중심 

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네트워크 덕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트 

45) 냥o Panitch and Sam Gindin, “The Unique American Empire," The War on Terror 
ism and the American ‘'Empire ’ after the αld War, ed, Alejandro Colás and Richard 
Saull (New York: Routl떠ge， 2006), pp. 24-43 인용은 24쪽 강조는 원문 

46) Alejandro Colás and Richard Saull, “Introduction," Colás and Sa비1 ， eds., War 0η 
Terrorísm, pp. 1-23. 인용은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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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네그리는 오늘날 존재하는 제국은 미국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도 아 

니며 세계 자체라고 말한다.47) 그들의 견해는 이체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단편적이고 빈약한 근거 그리고 지나치게 과감한 상상력 때문에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에서 제도석 권위에 주목한다는 점 

에서는 좌파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 그런 변화 

때문에 미국을 패권 국가로 규정하는 급진적인 학자들도 있다. 지리학자 

존 애그뉴(John Agnew)와 스튜어트 코어브리지 (Stuart Corbridge)는 

1995년에 간행된 공저 『공간의 지배』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공간의 제 

약에서 벗어나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의 제국과 달리 영토적 

지배 대신에 경제적 패권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문화적 매력 

과 함께 제도적 권위를 거론한다. 특히 애그뉴는 2005년에 “패권”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책을 내면서 또다시 미국의 패권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엉) 따라서 미국의 제도적 강제력에 

주목하는 좌파 논객들 사이에서도 미국을 제국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V. 동의와강제 

그래도 제도적 권위와 문화적 매력이 미국의 힘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 

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문 

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 요소가 다른 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니고 있는 힘을 큰 맥락에서 생각하는 데는 찰스 

메이어가 도움을 준다. 그는 미국이 “복수의 통제구역 "(multiple zones of 

47)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rrψí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 .. 
2(00). 

48) John Agnew and Stuart Corbridge, Masteríng S.αlCe: Hegemony, Terrítory and 
lnternational Polítical Economy (New York: Routledge, 1995); John Agnew, Hegem
ony: ηle New Shape 01 Global Economy (Philadelphia: Temple Univ. p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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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D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같은 패 

권적 구역이고， 둘째는 카리브 해처럼 지역경제에 대한 미국의 지배에 저 

항하는 세력이 있거나 지역이 혼란에 빠질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제국적 구역이며， 셋째는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 

크에서 보이듯이 군대나 정보기관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개입 기간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는 구역이다，49) 이 구분은 그리 정밀하지 

는 않으나， 미국의 힘이 단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즉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 제도적 권위와 문화적 매력을 상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배합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꿔 말해， 미국이 이라크 

를 비롯해 이른바 “불량 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사용하는 데 반해， 다른 

강대국들에게는 동의와 협력을 역설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힘을 바라보면， 제국적인 성격이 작게 보이 

고 패권적인 성격이 크게 보인다. 메이어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미국의 우월한 위치를 떠받치는 구조물은 전통적인 형태에 비춰볼 

때 회색 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변경 지대”를 구성하는 비교적 

작은 나라에 대해 제국적 통제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영향권 안에서는 합의에 

따른 순종과 엘리트의 공동 관심사에 의지한다 50) 

따라서 메이어는 미국의 힘 가운데서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미국 

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반대하면서， 미국의 힘에서 다양한 측면이 복잡하 

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종래의 제국과 달리 

국경선처럼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기존 

제국 가운데서 영국은 경제적 패권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영토에 얽매 

이지 않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경제 통합과 교 

통 , 통신수단의 발전 덕분에 미국은 영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치 

49) Maier, Arrwng Empires, pp. 66-67. 
50)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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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계선을 초월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선 그것은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서부 유럽과， 다음에는 동아시아와 경제를 통합함으 

로써 초국적 경제(transnational economy)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한 상품을 다시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미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데 쓰면서 거꾸뢰 미국에 투자해 왔다. 

미국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호의존적인 경제는 겹국 미국의 막강한 생 

산력뿐 아니라 무한한 듯이 보이는 소비력을 토대로 빌전한 것이다. 이 

초국적 경제에서 미국은 종래의 제국과 달리 영토적 지배를 추구하지 않 

는다. 거기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구축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즉 참여하는 

국가들이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교역에 향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또 널리 공유되는 가치와 문화가 있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은 종래의 제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도 테러에서 드러나듯이 영토적 경 

계선에 얽매이지 않고 초국적 경제를 위협한다. 따라서 종래의 제국이 눈 

에 보이는 경계선을 따라 변경 지대를 관리한 데 반해， 미국은 눈에 보이 

지 않는 “변경 지대”에서도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51) 

그러나 메이어는 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미국의 힘이 대상에 따라 상이 

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한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는 “복수의 

통제 구역”이라는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힘이 지역에 따라 다른 성 

격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미국의 힘에 대힌 이해에 대상의 관점 

을 도입하려는 시도로서 저l국 논쟁 가운데서 가장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메이어도 자신의 시도에 들어 있는 함의를 

인식하지 못한 탓인지 지역 차원의 구분에서 멈춰버리므로， 그의 시도를 

51) Ibid. , pp. 143•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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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토하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힘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남을 

나의 뜻에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주체와 객체의 

존재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삼는다. 더욱이 제국이란 힘의 결정체 

이므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간과하고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런데도 지금까지 제국 논쟁에서 제국의 힘이 미치는 대상에 주목한 논객 

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힘이 대상에 따라 다 

른 의미를 지닌다는 점도 거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패권에 관한 논 

의에서 특히 유념해야 한다. 패권은 한자 문화권에서 최고의 권력이나 지 

위를 뜻하지만， 서양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의와 협력을 수반하 

는 권력를 뜻한다. 특히 제국 논쟁에서 패권론자들은 흔히 안토니오 그람 

시의 패권 개념을 거론하면서， 가치관의 공유에 토대를 두고 있는 암묵적 

동의어l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그렇지만 일상 생활에서 드러나듯이， 동의 

는 여러 유형으로 나번다. 패권론자들이 말하는 자발적 동의 이외에， 자 

의반 타의반 동의가 있는가 하면 아예 강제되는 동의도 있다. 이는 물론 

힘을 가진 쪽과 그 힘에 휘둘리는 쪽의 관계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같은 말로 어떤 조치를 권고한다 해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과 자신 사이의 힘의 차이에 따라 그것을 제안으로， 

지시로， 또는 명령으로 이해한다， 그런데도 패권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메 

이어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을 무시하고 동의를 단일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강제와 대비시킬 뿐이다. 

미국의 힘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메이어는 

저 단순한 이분법에 의지해 해답을 찾아낸디. 그는 미국에 대해 “탈영토 

적 제국"(post-teπltori려 empire)이라는 어구를 붙이기도 하지만，52) 이때 

에는 제국이라는 용어를 분석적인 취지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쓰듯이 

비유적인 의도에서 사용한다. 그의 진정한 의도는 미국의 힘이 제국이 행 

52) 메이어가 말하는 탈영토성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보라 Charles S, Maier, “Consign
ing the Twentieth Century to History: Alternative Narratives for the Modern Era," 

American Historical Revieω 105: 3 (J une 2αJO) ， pp, 8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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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제권(帝權)보다 못하지만 동의와 협력을 수반하는 패권보다는 더 

한 것이라는 점을 표현하는 데 있다. 메이어는 영어의 hegemony가 우월 

성과 지도력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 

면서， 그 대표적 용례로 기원 전 477년에 아태네가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 

처하기 위해 다른 도시국가들과 함께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을 때 발휘했 

던 지도력을 든다. 그렇지만 위협이 사라지고 난 뒤에 아테에가 동맹국들 

에게 공납금 출연을 강요하면서 지배적인 힘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두고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르케 (arche)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메이어는 바 

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만얀 미국이 제국이라면， 그 힘은 로마보다는 차라리 아태네의 아르케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크고 넓은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미국 

의 지도력과 정책에 대한 순응을 요구할 뿐이다. 지금 미국이 더 강제적인 통 

솔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아직 답첼 수 없는 의문이 

다.53) 

이어서 메이어는 제권과 패권을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부정 

적인 언급을 덧붙인다. 그것은 패권이라는 용어활 동맹국의 대외관계에 

간섭하지만 대내적 자율성까지 침해하지는 않는 깡대국에 한정해서 사용 

하자는 제안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지만 패권 국가란 동맹국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때만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메이어는 그런 구분이 

실제로는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패권도 제권과 마찬가 

지로 오늘날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고，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미국이 “회색 지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3) Maier, Amoηg Empires, pp. 62-63.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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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용어 문제가 떠오른다. 그것은 메이어가 그런 견해에 도달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는 많은 제국론자나 패권론 

자와 달리 학술적 분석을 위해 의미를 엄밀하게 규정해서 용어를 사용하 

기 때문에 “회색 지대”로 들어가게 된 것아다. 메이어의 용법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대사 전문가 에릭 로빈슨(Eric W. 

Robinson)은 패권과 제권의 어원을 살펴보며 그 본래 의미를 가르쳐준다. 

그는 제권을 뜻하는 imperium이 원래 명령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낱말 

로서， 군대에 대한 통솔권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공화국 시대에 

로마는 외침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집정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게 군대 통솔권을 집중시켰는데， 그것 01 imperium이었다. 그리고 이미 로 

마사 연구자 리차드슨(J S. Richardson)이 보여준 것처 럼， 그런 권력을 

장악한 인물은 로마가 팽창하면서 정복한 지역의 주민에 대해 로마의 이 

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권한도 확보했다. 그래서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제국이 되기 전에 imperium은 종속 

지역의 주민에 대해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지배권을 가리키게 되었다. 

반면에， 패권의 어원 hegemon은 원래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것은 명령한다는 뜻 대신에 지도한다거나 안내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 그 의미가 확장된 다음에도， he

gemon은 설득이나 동의라는 뒤앙스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로빈슨은 제 

국 논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힘은 패권으르 보는 것이 옳다는 결 

론에 도달한다.없) 찰스 메이어는 이 결론에 공감하지 않지만， 용어에 관 

한 지적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르케는 그의 엄밀한 용법에 적절한 

54) Eric W. Robinson, “American Empire? Ancient Reflections on Modem American 
Power," C!assical World 99: 1 (Fa!l 2(05), pp. 35-50; ]. S. Richardson, “Imperium 
Romanum: Empire and the Language of Power," Joumal qf Roman Studies 81 (991), 
pp. 1-9. 로빈슨과 메이어 사이의 의견 교환에 관해서는 Maier, Among Empires, p. 306 
note 18, 그리 고 Robinson, “American Empire?" p. 37 note 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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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원을 찾아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엄밀딴 용법에 이르는 유일 

한 길은 아니다. 로빈슨과 리차드슨은 언어의 역사성을 어원으로 환원함 

으로써， 느슨한 용법을 바로잡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는 제 

국이라는 용어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명해진다. 중세사의 대가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는 그의 고전적 저술 『봉건사회』에서 신성로마제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세인들에게 제국이 어떤 의미힐 지니고 있었는지 살 

펴본다. 그는 게르만족 군주 오토(Otto) 1세가 이래리 반도를 정복하고 

이미 사라져버린 로마의 제위에 오르려고 노력하다가 962년에 소원을 성 

취했고， 그의 후계자들도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가며 제위를 계승했다고 

지적하변서， 제위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스스로 품는다. 그리고 제위가 

보통 군주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로 간주되었다고 답한다. 로마 황제는 다 

른 군주들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와 더 큰 권력을 장악하는 존재로 간주 

되었고， 그래서 중세의 공식 문서에서 흔히 “세계 의 통치자”나 “군주의 

군주” 같은 어구로 표현되기도 했다는 것이다.55) 여기애 들어 있는 왕 중 

의 왕， 또는 왕 위의 왕이라는 관념은 중세 영어에도 각인되어 있다~옥 

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emplre와 emperor는 원래 로마제국이나 신성 

로마제국에만 사용되었지만 14세기 초부터 의미가 확장되어 광대한 영토 

와 우월한 세력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기 시작했따. 특히 후자는 “넓은 

뜻에서 ‘왕’의 통치권보다 더 위엄이 높다고 생각되는 통치권자의 칭호”로 

쓰이기도 했다. 어원에는 없던 이 중세적 의미가 오늘날 쓰이는 용어의 

핵섬에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거 

기서 지상(至上)의 권력(權力)이라는 관념이 관건이라는 점은 기억할 펼 

요가 있다. 

이 관념은 정치체 사이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또 실현되므로， 제국을 

연구하는 학자틀은 흔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 제국의 개념을 규정한다. 그 

55) Maπc B1och, Feudal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없띠， 1961), pp. 39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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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공식적인 제국 이외에 어떤 형태의 지배 

-종속관계까지 제국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제국 

들이 비공식적인 지배에 자주 의존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개념은 “제국이란 결국 공식적이든 비공식 

적이든 간에 한 국가가 다른 정치사회의 유효한 정치적 주권을 통제하는 

관계”라는 정의다. 이것은 정치학자 마이클 도일(Mìchael W. Doyle)이 고 

대에서 근대까지 여러 제국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형태의 지배를 제국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도일은 덧붙여서 “그 관 

계가 무력이나 정치적 협력， 혹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의존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56) 따라서 이 개념에서는 “비공식 

적 제국” 개념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는다. 정치학자 앨릭챈더 모틸(Alex

ander ]. MotyI)은 여 러 학자들의 제국 개념을 검토한 다음， 제국을 구조 

화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해 중심과 주변 사이에 수직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나 주변과 주변 사이 에 는 수평 적 인 상호작용이 없는 구조로， 마치 자 

전거 바퀴에서 축과 살은 있지만 테가 없는 것 같은 구조로 보자고 제안 

한다 57)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상호작용"(interac디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함으로써 제국의 본질인 지배-종속관계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배-종속관계의 형태보다는 차라리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국이라는 용어는 중 

세 이후에 지상 권력의 관념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위계질서를 전제로 삼 

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배-종속관계로 실현되면 위계 구조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는 제국을 건설하려는 취지가 바로 위계 구조를 만들고 그 정점 

을 차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점은 흔히 간과된다. 예를 들 

어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는 제국이 보편성과 다원성을 띤다끄 

강조한다. 로마제국이 만민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고자 했듯 

56) Michael W. Doyle, Empires Othaca ‘ Comell U띠v. Pr., 1986), pp. 19• 47. 인용은 45쪽. 
57) Alexander J. Motyl, Revolutions, Nations, E}npires: Conceptual Limits and Theoreti

cal Possibilities (New York: CoIumbia Univ. Pr., 1999), pp. 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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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국은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는 지배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편성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보펀적인 영역 안에서 다양 

한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혼재하기 때문에， 제국은 언어나 관습， 

또는 종교에서 다원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 마.58) 그러나 최근 연구 

들은 보편성과 다원성 아래에 위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역사학자 프레드릭 쿠퍼 (Frederick Cooper)나 인류학자 앤 로라 스 

토울러 (Ann Laura Stoler)를 비롯해 식민지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근대 제국들이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위계질서를 지향했다는 점을 폭로한 

다. 서양 열강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백인의 사명”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에게 문명을 받아들이면 백인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역설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열등 

한 지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마무드 땀다니 (Mahmood MamdanD도 『시 

민과 속민』에서 근대 제국이 아프리카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백 

인과 그렇지 못한 흑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구조를 남겨놓았다는 점을 

지적한다.59) 그런 구조는 무엇보다도 제국 안에서 주변 지역의 법률을 중 

심지의 법률에 종속시킴으로써 수립한 위계적인 법률 질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것을 가리켜 이제 식민지 연구자들은 인도의 정치학자 파르 

타 채터지 (p않tha Chatterjee)가 표현한 것처럼 “차별을 통한 식민지 통 

치 "(rule of colonial difference)c} 부른다.60) 쿠퍼나 스토.울러는 그것이 근 

58) Hardt and Negri, Errψire. 

59) Frederick Cooper and Ann Laura Stoler, eds., Tensions Qf Empire: Colonial Cultures 
in a Bourgeois World (Berkeley: Univ. of Califomia Pr., 1997); Craig Calhoun, 
Frederick C ωper， and Kevin W. Moore, eds., Lessons qf Empire: Imperial Hístories 
and American Power (New York: New Pr., 2뼈); M때mood Mamda며， Citizen αld 

Subject: Contemporalγ Africa and the Legacy qf ωte Coloni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 1996) 

60) Lauren Benton, “Colonial Law and Cultural Difference: Jurisdictional Po\itics and the 
Fonnation of the Colo띠al State," αη뼈rαive Studies in So뎌eφ and History 41: 3 
(J띠y 1앉애)， pp. 563-588; Guido Abbattista, “Empire, Liberty and the Rule of Differ 
ence: European Debates on British Colonialism in Asia al: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European Review qf Histolγ 13: 3 (Sept. 2006), pp. 473 • 498; Partha 
Chatterj ee, 까!e Nation and Its Fragments ’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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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것이라고， 바꿔 말해 근대 제국에서 부르주아지가 주도권을 장악 

하고서 보편적 권리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재편하는 

데 그쳤던 현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고대 로마가 3세기 초에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을 허용한 뒤에도 재판이나 혼인에서 외국인과 야 

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시민 사이에서 오랫동안 위계질서를 유지했 

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60 더욱이 로마는 속주든 변경 지대든 

간에 비시민이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했을 때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로마는 그럼으로써 

로마가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바로 이 정책을 영국 같은 근대 제국이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국을 지상 권력을 추구하면서 국제관계를 자국을 정점으로 

위계 구조로 재편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제국은 

지상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 역 

사상 제국들은 세계 전역에 걸쳐 국제관계를 통제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 

안에서만 국제관계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지역적 제국 

과 함께 공존해 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국이라는 용어가 원래 로 

마만 의미했지만 중세에 들어와서 로마를 따르고자 하던 세력까지 포괄 

했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중세에 지역 차원에서 제국이 존재한다 

는 관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차원에서도 제국 

이란 지상 권력이라는 내적 역량과 위계 구조라는 외적 맥락을 본질적 특 

정으로 지닌다는 점이다. 여기서 후자는 전자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는 

제국과 패권 국가 사이의 구분을 생각할 때 특히 그렇다. 패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힘에 휘둘리는 대상의 견지에서 볼 때 상당한 정도로 제권 

과 겹친다. 겹치지 않는 부분은 권고하는 말을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제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바꿔 말해，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 1993), pp. 3•'1J. 
61) Ralph W. Mathisen, “Peregrini, Barbari, and Cives Romani: Concepts of Citizenship 

and the Legal Identity of Barbarians in the Later Roman Empire," American Histori 
C띠 Review lll: 4 (Oct. 20뻐)， pp. 101 1-1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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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은 제권과 달리 세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정치체 사이에서， 즉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그랬듯이 국제관계를 위계 구조로 변경하지 못하고 

경쟁 구조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우월한 위치를 주장하는 힘이다. 그렇지 

만 패권은 흔히 제국이 다른 제국이나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힘 

이기도 하다. 이는 19세기 영국， 또는 오늘날의 미국에 해당된다. 

VI I. 미국의 제권 

이 개념에 비춰볼 때， 이제 미국을 제국으로 규징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남는다. 위계 구조의 측변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알려져 있다.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미국이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점， 말을 바꾸면 

세계 전역에 걸쳐 있는 위계적인 국제관계에서 정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 이 위계 구조가 소련의 해체에 따라 등장한 

것이지만， 그 골격은 2차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해서 구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차라리 거기서 1JJ]국의 강제와 타 

국의 동의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패권론자들이 강조하 

는 동의에 강제가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점을 국제관계 속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다. 실제로는 바로 그들이 주목하는 동의의 현장 즉 “제도적 국제체제”에 

서 강제를 확인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기본적으로 참여 국가들의 

동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제도다. 그것은 미국이 영국과 함께 주도해서 

수립했지만， 다른 나라는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환찰이나 무역에 관한 정 

책에서 동일한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다. 그 규 

칙은 한마디로 줄여 전후 복구와 번영을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존 제러드 러기(John Gerard Ruggie)의 표 

현을 벌면， 거기에는 자유주의가 “새겨져 "(embedded) 있었다，62)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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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규범을 제도화한 기구들은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주도권에 대 

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회원국은 2차대전 직후에 출범했을 때 각각 29개， 44개였지 

만， 이제 양쪽 모두 184개로 늘어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23개였으나 1995년에 그것을 계승한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150개로 늘어났다. 

그래도 브레튼우즈 체제가 동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것을 구성하는 기구의 운영 구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제통 

화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이사회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서 각각 임명하는 5명과 나머지 179개 회원국들 

이 임명하는 19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구조는 국제통화기금의 운영 규칙， 

즉 회원국은 출연 금액에 따라 투표권을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 

이다. 출연 금액을 백분비로 계산해보면， 1% 이상 출연한 회원국이 한국 

을 포함해서 25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서도 일본， 독일， 프랑 

스， 영국 4개국이 4.87%에서 6.04%를 출연한 반면에， 오직 미국의 출연 

비융만 16.83%나 된다.63) 따라서 미국은 나머지 4개국과 함께 38.51%에 

달하는 발언권을 행사하며 국제통화기금을 통제한다. 어 런 사정은 세계무 

역기구에서도 비슷하다. 회원국들은 정관에 따라 참여 범위가 제한되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회의를 비롯해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은 강대국 대표들이 녹색으로 꾸며 

놓은 의장실에서 모여 내린다. 이 “푸른 방” 모임에서 주역은 물론 G8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1970년대 중엽에 에너지위기를 계기로 정기적 

으로 정상회담을 갖기 시작했는데 소련이 해체된 뒤부터는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을 내린다. 이들 8개 

국은 인구 측면에서 세계의 1/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총생산에서는 

62) John Gerard Ruggie, “Intem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mational Organization 36 ’ 2 (Spring 
1982), pp. 379-415. 

63) http://빼lw.imf.org/extemaVnp/s메memdir/eds.htm. 2C뼈년 10월 26일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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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2/3를 차지한다， 그들외 모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꿔 말해 패권론자들이 주장하는 동의는 오 

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국제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소수의 강대 

국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밖의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해 

도 강제와 뒤섞여 있는 것아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외치 

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이유다. 

미국이 지배하는 위계적인 국제질서의 윤곽은 뚜렷히다. 정치학자 스티 

븐 캐슬즈(Stephen Castles)는 2차대전을 계기로 수립된 국제질서를 “위 

계적인 국민국가 체계" (hierarchic려 nation-state system)로 규정한다. 그 

에 따르면， 그것은 다섯 재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계단에는 

물론 미국이 자리 잡고 있고， 두 번째에는 유럽연1캅 회원국과， 일본， 캐나 

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며， 세 번째에는 신흥 공업국가들과 러 

시아를 비롯해 체제 이행기에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단 

에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른바 

“불량 국가”와 “낙제 국가"(failed states) 그리고 쿠르드나 팔레스타인처 

럼 국가 없는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다. 캐슬즈는 이 구조가 고정 되 어 있 

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국가가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한 

다고 덧붙여 말한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위계 구조가 개인의 일상 생활 

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캐슬즈는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 

부분의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이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차씨는 인종， 성， 종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라 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두 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많은 권리를 누리 

는 반면에， 마지막 계단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라 하기가 어렵고 네 번 

째 계단에서도 명목상으로만 시민이지 실제로는 정치적 발언권조차 제대 

로 향유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64) 미국이 이 위계 구조의 정점에 서서 

64) Stephen Castles, “Nation and Empire: Hierarcrues of Citizensrup in the New Global 
Order," lnternational Politics 42 (2때5) ， pp. 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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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웅호하는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데 

서 잘 드러난다. 그 근거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몇가지 들 수 있 

다. 미국이 무역 적자 때문에 자주 반덤핑법을 적용해 외국 기업의 대며 

수출을 억제한다든가，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에 따라 미국의 상업적 권 

익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든가， 혹은 1989년에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 장군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이송한 다 

음에 미국 법정의 판결을 거쳐 미국 교도소에 수감했다는 것. 

제국 개념의 다른 일부， 즉 지상 권력의 측면에서도 많은 것이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 또 그것이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제도 

적 권위와 문화적 매력으로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아 있는 문제는 

미국이 그와 같은 지상 권력을 언제부터 추구했는가 하는 것이다. 앤드류 

베이치비크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힘을 앞세우는 태도를 취한 것은 현 

재의 부시 행정부에 와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로부터 계승된 미국 

의 안보정책이다. 근래에 안보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덕 체니(Dick 

Cheney), 폴 월포위츠(Paul D. Wolfowitz) 등 네오콘으로서， 1990-91년에 

걸프 전쟁을 치르고나서 미국의 안보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그 방향을 다 

시 설정하고자 했다. 그들은 당시 국방부에서 각각 장관과 정책담당 차관 

으로 지내면서 『방위계획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기초했 

는데， 그것은 1992년 언론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유출된 초 

안은 미국 안보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경쟁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마국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이 목표에는 세 가지 부차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잠재적인 경쟁 국가들이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다 큰 역할을 떠맡거나 보다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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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취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폼， 미국은 새로운 질서 

를 수립하고 수호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방위 이외의 

분야에서 선진 공업국가들의 이익을 충분히 존중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미국 

의 지도력에 도전하거나 기존의 정치 및 경제 질서를 전복시키려 하지 않도 

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국가들이 지역 치원이나 지구 차원에서 

더 큰 역할을 추구하지 않도록 단념케 하는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65) 

이처럼 지상 권력을 추구하는 자세는 냉전의 종식에 따라 형성된 새로 

운 노선이 아니다. 그 기원은 2차대전에 있다. 1939년 가을 유럽에서 전쟁 

이 시작된 뒤에， 미국인들은 참전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여론은 점차 연 

합국에 동정적인 방향으로 경도되어 갔지만，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지식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타임』 지의 발행인 헨리 푸스(Henry R. Luce)는 

미국의 참전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세기”라고 제목을 붙인 글에서 2 

차대전에서 미래의 세계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은 전쟁 

에 개입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가 상정한 질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로이 교역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널리 확립되어 있는 세계였다，66) 그의 

글은 즉각 책으르 엮어내야 할 만큼 주목을 끌면서， 41년 겨울 일본이 진 

주만을 기습하기 전까지 고립주의를 위축시키는 데 기여했다. 루스의 생 

각은 전후 미국 외교정책의 골조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기 

획 하고 총괄하는 국가안보회의 의 공식 문서 에서 드러난다. 특히 1950년 

봄에 완성된 NSC 68은 전후 외교정책을 전반적으료 검토하고 기본 방향 
을 다시 설정한 중요한 보고서다. 이 문서는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를 “미 

국의 체제가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는 세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고립 노선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65) Simon Bromley, “The lρgic of American Power in the Intemational Capitalist Order," 
Colás and Saull, eds., War on Terrorism, p. 56에서 재인용， 

66) Henry R. Luce, 까Je Ameriam Centwγ (New York Farrar and Rinehart,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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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67) 이런 관념이 상황에 따라 약간 

의 변형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길다 

란 설명이 필요없다.92년에 『방위계획지침』의 작성을 주도했던 네오콘은 

미국의 안보정책을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97년에 단 

체를 결성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이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다. 그들은 오늘날처 럼 국제질서가 미국 

에 유리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세기의 과제는 ‘미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68) 말하자띤， 스스로 헨리 루스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셈이다. 

VIII. 미국 쩨국주의의 성격 

이와 같이 미국이 추구해온 지상 권력과 미국을 위주로 구축된 국제적 

위계 구조에 비춰볼 때， 미국은 분명히 제국이다.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 

서 역사상 초유의 세계 제국이다. 그렇다면 이 제국에 어떤 특정이 있는 

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가 부각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제국 

이 아니라거나 만약 제국이라 해도 종전과는 다른 특별한 제국 강제보 

다는 동의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자비로운 제국 이 

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는 물론 네오콘을 비롯해 보수파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는데， 니얼 퍼거슨은 거기에 학술적인 근거를 제공해서 힘을 보태 

67)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01 the United States, 1950, vol. 1 
(Washington, D.c': U.S. Govemment Printing Office, 1977), pp. 235-292 인용은 252쪽 
전후 미국의 안보정책을 전반적으료 검토하는 데는 다음 연구가 유용하다.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01 Postwar Ameriam Nation 
al Security Policy (Oxford: Oxford Univ. Pr., 1982) 

68)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Washington, D.c., 2αlO) 인용은 lV 쪽 네 

오콘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Stefan H머뼈r and Jonathan Clarke, America 
Alone: The Neo-Conservatives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 
P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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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는 영국이 제국주의를 통해 국제관계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널리 보급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힘을 앞세우며 제국으로 

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제국의 존 

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서부터 직접 통치보다는 간접 통치에 의지하 

는 방식을 거쳐 문화적 매력에 호소하며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데 대해 퍼거슨은 주 

의를 환기한다. 그것은 미국이 영국에 비해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서도 그 힘을 휘두르려는 생각이， 권력을 향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69) 

역사학자 벼나드 포터(Bemard Porter)는 퍼거슨과 달리 네오콘으로부 

터 환영을 받지는 못하지만， 퍼거슨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자 

신의 신작 『제국과 최고 제국』에서 그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특정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양국 사이의 공통 

점에 관해 퍼거슨의 견해에 공감한다. 그러나 차이점에 관해서는 퍼거슨 

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포터에 띠르면 미국은 영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가 

진 최고 제국(superempire)이지만 영국만큼 강제력에 의지하지 못한다. 

영국의 제국주의에서는 자본가 대선에 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배계급 

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지휘관과 행정가를 지속 

적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런 지배계급이 없고， 청년들은 퍼거 

슨의 희망과 달리 제국에 대한 봉사는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관계나 정 

계보다는 재계로 진출하는 데 훨씬 더 큰 관섬을 갖고 있다. 포터는 이런 

차이를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으로 설명한다. 이들 제국이 모두 자본주의 

를 토대로 건설된 것이지만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 

에， 영국과 달리 미국에는 제국주의의 사회적 5~대가 취약하다는 것이 

다.7'이 

69) Ferguson, Colossus; idem, Cash Nexus; idem, Enψire: The Rise αl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and the Lessoηs for Global Pαuεr (New York: Basic Books, 
2(03) , 

70) Bernard Porter, Empire and Superempire: Bri따in， America and the Worl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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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터도 퍼거슨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도적 권위를 경시한다. 

두 사람은 영국이 19세기 중엽에 관세를 낮추는 모범을 보이며 자유무역 

을 추구했으나 다른 강대국들이 따라오지 않자 곧 포기했던 반변에， 미국 

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차이의 함의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미국은 세계의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는 “제도적 국제체제”를 수립함으 

로써 강력한 제도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 

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아태네가 누렸던 패권이나 아르케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그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여기에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띠국이 영국과 다 

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누리기도 한다 

는 점이다. “제도적 국제체제”는 포터나 퍼거슨이 간과하는 맥락， 즉 오늘 

날 자본주의가 19세기에 비해 훨씬 널리 확산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유지 

되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미국의 체제가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 

을 세계 전역에서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과 바꿔 말해 헨리 루스 이래 지 

속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더욱이 그런 환경 속에서 미국은 

보펀적인 규범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득이하다. 종래의 제국은 종속 국 

가나 지역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배타적인 권위를 주장했다. 심지어 19세 

기 중엽에 자유무역을 외치던 영국조차도 얼마가지 않아 제국의 경계선 

을 따라 관세 장벽을 높이고 제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세기 중엽부터 미국은 배타적인 영역이나 특수한 관계를 폐기 

하고， 자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행동 규범을 수립하고자 했 

다. 물론 미국은 스스로 수립한 규범을 자주 위반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특권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에 제기된 소송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기한 소송은 어느 나라보다 많은 84건이 

Haven: Yale Univ‘ Pr.， 2뼈). 포터의 견해는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적 해석， 특히 경제학 
자 조지프 쉽페터의 해석을 연상시키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seph A. 
Schumpeter, Imper따lism αld SOa，띠 Classes (New York: Meridian Books,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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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미국에 대해 채기된 소송도 가장 많은 95건이며， 그 중에는 카리브 

해의 약소국 안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가 제기해서 승소한 온 

라인 도박 분쟁도 포함된다.71) 이 런 보편주의가 미 국이 누리는 제도적 권 

위의 토대인데， 이는 19세기 중엽에 영국이 잠시 표방했던 것보다 훨씬 

확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펀주의가 제도주의와 더불어 미국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난 

다고 한다면， 미국의 제국주의-이는 제국을 건설하거나 유지， 또는 확장 

시키려는 관념이나 행동을 거리킨다-가 지니는 칭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는 보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연방헌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입헌주의 전통을 거론한다. 이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견해지만， 보펀주의 아래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 가 

운데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그것은 자유뚜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제적 자유를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자유주의다. 보편주의와 제 

도주의는 미국이 원하는 환경 즉 자유무역과 문호개방이 보장되는 국제 

질서，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세계，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동원된 수단이다. 바꿔 말해， 

미국은 경제적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는 세계， 그래서 미국 

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윌리엄 애플먼 윌리엄스가 “문호개방 제국 

주의”라는 표현으로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또 깊은 목표다. 그것 

은 또한 많은 제국론자들이 미국의 군국주의에 주의를 환기한다고 해도 

경시해서는 안되는 목표다. 군대나 정보기관을 이용해 여러 나라에서 정 

권이나 심지어 체제까지 바꿔 놓는 일방적인 무력 행사는 “변경지대”에 

대한 통제로서， 세계에 걸쳐 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확립하려는 목표 

에 종속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미국의 제국주의가 자유주 

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것도 19세기 영국보다 훨씬 더 강렬한 색채 

71) http’/ /www.wto.org/englìsh/tratop_e/dispu_eldispu_bιcountry펴.htm. 2006년 10윌 30일 
~1~ 
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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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아래에는 포터가 지적한 것처럼 영 

국보다 훨씬 더 발전한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 

주의는 맑스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가장 자유주의적인 제국주의라고도 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제국 논쟁의 이데올로기적 본질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드러나듯이， 논객들은 미국이 인권이나 시장경제， 또는 민주 

주의 같은 가치를 표방하며 군대를 비롯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있다. 구체적인 쟁점은 미국의 실 

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강제력이 과연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러 

방변에 걸쳐 있으나，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 자체가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것들이다. 특히， 경 

제적 자유는 미국의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랫동안 

미국인들이 그런 가치를 미국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사 

실이다. 다른 지역은 물론이요 심지어 유럽도 미혹과 부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유는 미국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 

국을 예외로 여기는 이 사조는 기이한 탈바꿈을 겪었다. 미국이 20세기 

중엽에 세계무대로 나서면서부터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던 가치를 

세계 전역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부시 행정 

부를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을 성서에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변서， 미국이 그런 가치를 전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고 믿는다.72) 이런 뜻에서 예외주의는 국제정치 및 역사학 분야의 거장 

스탠리 호프먼(Sta띠ey Hoffmann)이 지적하듯이 미국을 제국주의적 행로 

로 끌고 가는 힘이다，73)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볼 때 제국 논쟁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가 보편성을 띤다는 점이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분명히 

19세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백인의 사명”을 연상케 한다. 그런 

72) Walter Russe!l Mead, “God’s Country?" Foreign Affairs 85: 5 (Sept./Oct. 2뼈)， pp. 24-갱， 
73) Hoffmann, Gulliuer UnboW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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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저 역사적 어구 아래에 깔려 있던 문명의 기준이라는 관념과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문 

명 에 도달했다고 보고， 서 양 열강이 그보다 낮은 수준에 있거 나 아예 미 

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책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74) 그 논리가 오늘날 미국 외교의 기본 노선에 이르기까지 연장되 

어 있다고，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학자 잭 도널리(J ack Donnelly) 

는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저 힘의 논리가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한다，75) 19세기적 제국주의의 유산 위 

에서 근대 문명을 건설하는 과정을， 그것도 미국믿 원조를 받아가며 경제 

대국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의 한국인의 가슴에서， 그의 말 

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변 그것을 신경계의 불안정 탓이라고만 할 수 있 

을까? 

74) Geπit W. Gong. πle Standard of ‘Civilizatioη’ in lntem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1984). 문명이라는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제국주의적 함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Lucien Febvre, “Civilisation: Evolution of a Word and a Group of Ideas," A New 
Kind of History from the Writings of Febvre, ed. Peter Burke (London: Routledge & 
Kegan PauI, 1973), pp. 219-257. 

75) Jack Donnelley, “Human Rights: A New Standard of Civilization?" lntemational Affairs 
74: 1 (January 1998), pp. 1-23 인권이 가치로서 지니는 국제정치적 함의에 관해서는 다 
음을 보라. William Rasch, “Hwnan 퍼gh않 as G∞politics: C따1 Sc뼈다 and the Legal 
Form of American Supremacy," Cultural Critique 54 (Spring 2(03), pp. 12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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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akes an indirect route to the debate about whether the United States 

is an empire or no1. It asks what kinds ofpower America holds today, and to what 

objectives the power is mobilized. In this perspective, the U.S. enjoys not only 

military and economic supremacy in addition to cultural attraction but also 

pervasive institutional authority, such as its dominant voice in the Intemational 

Monetary Fund. And it has followed a defense strategy designed to preserve its 

supremacy by keeping intemational relations in hierarchical structures. Supreme 

power and hierarchical structures are in 뼈ct the constituent parts of empire. 

Empire is not used here as a political rhetoric but an analytical tool. Defining the 

concept of empire, political scientists, not to mεntion historians, have too often 

focusεd on the types of asymmetrical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polities, 
which always vary depending on conditions and needs. Since the middle ages, 
however, the word has consistently referred to a power dominating other powers, 
indicating the narure and puφose of asymmetrical relationship which involves 

supreme power and hierarchical strucrnres. In this sense,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world empire in human history. And it may be characterized not simply by 

capitalist imperialism but also by distinctive I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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