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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가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탈구조주의에도 

기반을 두어 연구되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을 

짚어본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먼저 전반부에서 미국과 유럽의 학계를 중심으로 

탈냉전기 국제안보연구의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의

제도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안보연구

가 미국과 유럽에서 주도된 이론적 논의를 아시아의 안보현상에 적용하는 수준에

서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례연구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연구에 있어 분

석수준 및 분석단위의 심화와 관련 의제의 안보화 경향을 고찰한다.

This chapter lists contending issues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SS), as international security events are now analysed not only with 

the methodology of positivism but also with those of constructivism and 

post-structuralism. This chapter is made up of two parts. The first part 

shows that ISS have been deepening the level and the unit of analysis 

and broadening its agendas, for which American and European academic 

circles have been taking the lead. The second part claims that ISS in Asia 

have been engaged in applying the theories and approaches developed in 

the US and Europe to Asian security issues. As a case study,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level of the analytical scope and securitization applied to 

the study of Asian security order.

keywords 국제안보연구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분석수준 level of analysis, 

안보의제의 확장 extension of security agenda, 안보화 securitization, 동아시아 안

보질서 East Asian securit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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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제안보연구(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는 아직 영역이 확정

되지 않은 논쟁적인 연구 분야이다. 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인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가 게재하고 있는 논문의 주

제는 전쟁과 평화와 같은 전통안보 이슈부터 환경, 인구, 인도주

의, 인종분쟁, 평화유지, 테러 등 광범위하다. 『국제안보』가 게재하

는 논문의 다양한 주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제안보연구’는 국

가를 주요 행위자로 설정하고 국가들 간의 무력 사용을 동반한 외

적 위협에 국한하는 전통적 연구에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Buzan and Hansen 2010, 56).  

사실 전통적 안보 개념은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 기간 동안 안

보는 국가의 안보를 의미했다. 물론 안보연구가 무력 사용 이외

의 요인도 분석하였으나, 군사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매개변수로서

의 역할에 한정되었다(Krause 1996, 230). 그러나 배리 부잔(Barry 

Buzan)과 레네 한센(Lene Hanse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탈냉전

기 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 구성적으로 현저한 중대 사건들의 발

생, 강대국 간 경쟁, 학술적 논쟁 등이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안보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Buzan and Hansen 2010, 106-109). 

그 결과 『국제안보』와 함께 국제안보 분야의 주요 학술지 중 하나

로 평가되는 『안보연구(Security Studies)』는 균형과 편승, 경쟁 국

가 간의 도미노 이론, 핵확산 등 전통 안보의제뿐만 아니라 민・군 

관계, 중국 정치 개혁, 아・태지역 전략 문화, 이스라엘 군사 독트

린, 평화유지를 위한 지역적・세계적 기구, 시민 대량 살상,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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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전염병, 민주화 등을 안보현상과 연계시키는 논문을 게재하

고 있다.      

따라서 의제가 확장되고 있는 ‘국제안보연구’는 기타 유사 안

보 관련 영역과 차별된다. 국제안보연구를 “국제체제에서의 갈등

과 전쟁의 원인, 위협의 본질과 인식 및 위협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의 해소, 구체적인 전략 등”에 관한 연구로 정의한다면(현인택 

1995, 187), 국제안보연구는 전략연구, 전쟁연구, 평화연구, 국가

안보연구 등 기타 유사 안보 관련 연구와 일정 영역을 공유하면서

도 독특한 특성을 구축하게 된다. 일례로 ‘전략연구’는 군사안보에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저명 학술지 『전략연구( Journal of Strategic 

Studies)』는 전략연구를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관한 역사적 이해”로 정의한다. 

로버트 에이슨(Robert Ayson)은 전략연구를 국제정치의 하부 개념

으로 간주하고, 전략연구와 국제안보연구가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

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Ayson 2008, 16). 

국제안보연구 영역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안보현상을 분석하

고 해석하는 방법론의 다양성도 불러온다. 전통적인 안보연구는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설정하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론을 준용

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전략연구는 냉전 시기 (신)현실주의의 군

사 분과로 인식되기도 할 정도였다(Buzan and Hansen 2010, 48). 

그러나 탈냉전기에는 기존의 전통적 안보의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새롭게 대두된 안보의제를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안보연구에 있어 실증주의 이외의 다양한 방법론도 도

입되고 있다(Krause 199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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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방법론은 ‘비교 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 

‘통계적 접근(statistical method)’ 등과 같은 연구 기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지칭하는 방법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추론

의 개념, 이론,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다

(Moses and Knutsen 2011, 29). 국제안보연구 방법론은 일반적인 

국제정치학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존재론과 인식론에 관한 논의를 

포괄한다. 존재론은 세상에 객관적인 현상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특정 현상을 창조하는 것인지를 탐구한다. 

한쪽 극단에서 ‘순수한 자연주의자(purely naturalist)’는 국제안보

현상은 객관적인 실체라고 주장한다. 한편 다른 쪽 극단에서 ‘순수

한 이상주의자(purely idealist)’는 국제안보현상은 사람들이 스스

로를 규정하는 방식과 서로에게 정치적으로 관계하는 양상에 관해 

그들이 공유하는 언어, 아이디어, 개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식론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세계’에 관해 알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한쪽 극단에서는 과학적으로 세상을 설명하

려 한다. 검증 가능한 경험적 특성들을 찾아내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다른 극단에서는 역사

적, 법적, 도덕적 문제를 과학화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하

며 세상을 ‘이해(understanding)’하고 해석하려 한다.    

전통적인 국제안보연구를 이끌어온 실증주의(경험주의, 행태주

의)는 “외부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독립적인 실제 세계가 존재”한

다는 존재론과, “객관적이고 확실한 과정을 통해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인식론적 입장을 견지한다(Moses and Knutsen 2011, 36). 

국제안보연구 방법론의 다양성은 실증주의에 대한 존재론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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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적 비판에서 시작된다. 먼저 존재론적 입장에서 전통적 국제

안보연구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세상에는 주어

진 객체가 없으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정규성(regularities)을 발견

할 수 있는 안보현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국제안보

현상은 특정 시기, 특정 장소의 사람들에 의해 ‘상호 주관적(inter-

subjective)’으로 창조되거나 구성된다. 특히 ‘비판 이론가(critical 

theorists)’들은 역사적 세상에서 주관과 객관은 상호 연계되어 있

는 전체이고, 객관적인 현상은 없다고 강변한다(Cox 1987). 

한편 인식론적 관점에서 전통적 국제안보연구를 비판하는 구

성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같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

아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증주의자들과 달리 아이디어, 공

유된 사회적 세상에 대한 지식 등 관념의 역할을 강조한다. 한발 

더 나아가 비판이론가들은 실증주의자들이 고정되어 있고 인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세상’을 끝없는 해석의 장으로 인식한다(Cox 

1987).  

이 글은 국제안보가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탈구조주

의에도 기반을 두어 연구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는 분석수준, 분석

단위, 안보의제의 확장과 관련된 쟁점을 짚어본다. 또한 이러한 논

의가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에 투영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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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안보연구의 심화와 확대   

1.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의 심화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가 전쟁의 원인을 체제, 국가, 개인의 

세 가지 이미지를 준용하여 분석한 이래,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주 

동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국제 체제, 국가의 특성, 개인의 본성 및 

성향에 바탕을 둔 3단계 분석수준이 집중 부각되었다(Waltz 1979). 

먼저, 체제 수준에서 국제안보연구는 냉전 시기에 양극 체제를 집

중 조명하였던 반면, 탈냉전기에는 단극 체제로 관심을 옮겨갔다. 

냉전의 종식으로 양극 체제가 붕괴된 후 도래한 미국의 단극 체

제를 반영한 당연한 현상이다. 미국의 단극 체제가 내구성을 갖는

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unipolar moment)’으로 그칠 것인지에 대

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단극이라면 단극인 미국의 

대전략은 무엇이며, 왜 단극인 미국에 대항하여 타 국가들이 균형

(balancing)을 시도하지 않는지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전 지구적 차원의 단극 체제가 지역 단위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관찰에 기반을 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갈

리아 프레스바나단(Galia Press-Barnathan)에 의하면, 미국은 글

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에서 동맹국들로부터 방기(abandonment)

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반면에 지역 안보 이슈의 경우에는 연루

(entrapment)를 우려한다(Press-Barnathan 2006). 미국의 지역 동

맹국들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에서는 연

루를, 지역 안보 이슈에서는 미국의 방기를 우려한다. 프레스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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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제안보연구는 냉전 시기 지엽

적 관심에 그쳤던 ‘지역 안보(regional security)’에 관심을 쏟고 있

다. 배리 부잔은 지역의 안보 역동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수준 못지않게 중요한 역내 안보 동학이 존재함을 강조한다(Buzan 

2003, 114). 

또한 체제 수준 분석은 규범, 정체성 등 비물질적 요소에 대

한 고려 속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안보연구의 기본 전제인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질서’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통상적 

구성주의자’들은 체제 수준의 분석단위를 강대국을 의미하는 ‘극

(pole)’에서 규범, 정체성 등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알렉산더 웬트

(Alexander Wendt)와 피터 카첸스타인(Peter Katzenstein)은 신현

실주의에 바탕을 둔 구조적 체제 개념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안

보현상을 국제 규범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니나 타넨월드(Nina Tannenwald)는 미국이 1945년 이래로 핵무

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핵금기(nuclear taboo)’라는 국

제 규범으로 설명하였다(Tannenwald 1999). 또한 엘리자베스 키

어(Elizabeth Kier)는 프랑스 군사독트린의 공세적 또는 방어적 성

향 여부는 프랑스 군대의 ‘조직 문화(organizational culture)’에 영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Kier 1995). 통상적 구성주의는 국제 체제

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범, 정체성 등 비물질적 요소로 설

명하기 때문에 ‘체제적 구성주의(systemic constructivism)’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비판적 구성주의(critical constructivism)’를 주창하

는 일군의 학자들은 통상적 구성주의가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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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통상적 구성주의가 분석 

대상으로 국가를 구체화함으로써 안보연구에 있어 국가에게 규

범적 특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적 구성주의가 실증주

의를 점점 더 수용하는 것”을 지적한다(Buzan and Hansen 2010, 

304). 비판이론은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community)’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국가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행위자라기보다는 전체 공동체 속에서 상호

적으로 조건 지어지는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판이론은 개

인들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가가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

장한다. 즉 사회적 현상은 언어에 기반을 둔 ‘상호 주관적’ 의식에 

의해 구성되며, 집단적 행위의식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국가 수준의 분석과 관련하여서 전통적인 국제안보연구는 체

제 틀 속에서 국가의 행위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 

국가 내부에 관한 관심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제안보

연구에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논의는 과거 미・소 냉전 체제의 맥

락에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내전, 미개발, 환경파괴 등 제3세

계 내부의 문제가 국제안보연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로써 한편

으로는 냉전부터 이어져 온 평화연구가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 국가에서의 인권탄압, 인종분쟁 등을 해결

하기 위한 인도주의 전쟁 또는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불거

지고 있다.   

한편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와 위협의 사회적 구성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Krause 1996, 242). 특히 코펜하겐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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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안보를 국가의 주권에 기반을 둔 국가 단위의 안보와 분리

하여 사고한다. 사회안보는 집단 정체성(identity) 형성의 기원, 구

조, 동력 등을 중요시하고, 집단의 정체성과 이익과의 연관성을 집

중 규명한다(Krause 1996, 242). 일례로 임마누엘 아들러(Emanuel 

Adler)와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은 칼 도이치(Karl Deutsch)

가 주창한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ies)’를 구성주의적 시각

으로 확대하여 안보가 ‘힘’ 또는 ‘권력’보다는 ‘공동체’에 의해 확

보된다고 주장한다(Karacasulu 2007, 28). 

분석 단위로서 국가를 권력 또는 안보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일률적인 존재가 아닌 상이한 특성을 지닌 존재로 전제하는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랜들 쉬웰러(Randall Schweller)는 체제 

내에서 국가의 특성을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Schweller 1994). 국

가가 지니고 있는 힘의 정도와 기존의 질서에 대한 만족도에 따

라 국가의 특성은 현상유지 강대국, 수정주의 강대국, 현상유지 약

소국, 수정주의 약소국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동맹이론이 ‘편승

(bandwagoning)’을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쉬웰러는 수정주의 약소국이 위협 때문이 아니라 

현존 질서에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수정주의 

강대국에 편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암흑상자로 치부된 국가 내부에 대한 무관심에서 탈피하

여, 관료 정치, 의회, 여론, 정치체제, 이익집단 등 국내적 요인들

이 국가의 안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였다. 국

가를 합리적 단일 행위자로 간주하는 전제에서 탈피한 연구와 병

행하여 국내적 요인 및 체제적 요인과의 선후 인과 관계 및 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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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일례로 카첸스타인은 국가안보 정책에 있

어서 국내 규범의 역할을 분석하였고(Katzenstein 1996), 마서 피

네모어(Martha Finnemore)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Finnemore 2003).  

전통적인 국제안보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지도자의 본성 및 특

성을 탐구하였다. 대니얼 바이만(Daniel Byman)과 케네스 폴락

(Kenneth Pollack)은 특정한 개인이 국제안보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특이성 있는 위대한 개인들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현재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Byman and Pollack 2001). 물

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의 출현은 예외적이지만, 그

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이 획기적인 역사의 곡선을 그렸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 국제안보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 개인의 영향은 일반화될 수 없고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 체제 수준의 분석이 개인 수준

의 분석보다 더욱 단순화될 수 있으며,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

이 높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부

정이다. ‘인식적 접근법(cognitive approach)’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개인이 반드시 비용・이익 분석에 근거한 최고의 선택을 하지는 않

으며, 종종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게 행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찍이 잭 레비( Jack Levy)는 ‘오인(misperception)’이 상당히 한

정된 경우에서만 발생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상당히 자주 발생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Levy 1983). 레비에 의하면 적의 군사적 능력

과 적의 의도에 대한 오인, 그리고 제3국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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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리처드 네드 레보(Richard 

Ned Lebow)는 오인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한다(Lebow 

1981).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자는 인식상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이미 흡수한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만 취사선택하고, 이미 

자신에게 각인된 기존의 정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새로운 정보

를 흡수한다. 

개인 수준의 연구는 ‘방법(method)’의 측면에서도 타 수준의 

연구보다 많은 약점을 노출한다. 개인 수준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비교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할 경우, 비교의 대상인 개인적 변

수를 제외한 타 변수의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

는 대상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바이만과 폴락이 인정하듯

이 개인 수준의 연구는 무작위 원칙에 기반해 사례를 선택하기보다

는, 개인의 영향이 명백하였던 사례만을 선별하여 선택하는 경향

이 있다. 즉 설명하고자 하는 변화가 뚜렷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

별함으로써 종속변수가 변해야 한다는 연구방법 설정의 기본 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택적 편견(selection bias)’에 함몰되곤 한

다. 주디스 골드스타인(Judith Goldstein)과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은 국제정치에서 아이디어의 역할을 중시한다(Goldstein 

and Keohnae 1993). 그러나 아이디어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비

교 방법을 채택할 때 아이디어를 제외한 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그램 앨리슨(Graham Allison)과 잭 스나이더

(Jack Snyder)에 의하면 엘리트 그룹은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담합(logrolling)하곤 하는데(Allison 1971; Snyder 1978), 특정

한 정책 결정이 그룹들의 공유된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인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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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협상의 결과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개인과 관련

된 관념적 변수가 실제로 종속변수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는

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일례로 레비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자가 패

전이 확실한 전쟁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

가 패할 확률이 높음에도 전쟁을 도모했다면 지나친 군사적 자신감

이 전쟁 유발 요인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비 자

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군사적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패할 것 같은 전쟁도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결정자가 ‘오인’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정보의 부족이나 잘못 처리된 정보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

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수준의 연구는 ‘방법’적 측면

에서 타 수준의 연구보다 많은 약점을 노출한다. 그러나 분석 단위

로서 개인에 대한 관심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대두로 높

아지고 있다.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과 자유, 구체적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변화 등으로 인한 취약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한다(정상화 2010, 18). 인간안보에 관한 연구는 “빈곤, 저개발, 기

아 그리고 다른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에 대한 도전들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Buzan and Hansen 2010, 78). 한편 인간에 대한 관

심은 인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켜, 전쟁 

중 성매매, 강간 등 소외받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페미니스트 안

보연구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Buzan and Hansen 201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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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의제의 확장과 ‘안보화(securitization)’ 

국제안보연구의 분석 수준과 단위가 체제와 국가 중심에서 지역, 

사회, 개인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핵심적 주체로서 국가의 지위는 국제안보연구에서 여

전히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전제이다(최아진 2008, 177). 국가가 다

루어야 할 안보 의제가 확장되고, 확장된 의제 중 상당수가 다 국

가적 영역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공통(common) 안보, 협력 안보, 

집단 안보, 통합 안보 등과 같은 다자 안보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Krause 1996, 230). 

그런데 탈냉전기 국제안보연구는 국가가 관여하는 안보의제

의 확장과 관련하여, 확장된 의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국가의 

안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가에 관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

다. 국제안보연구의 분석 수준 및 단위가 심화되고 의제가 환경, 

경제 발전, 인권, 이민, 빈곤, 테러, 사이버 범죄 등으로 확장되면

서, 국가와 이들 의제와 연관되어 초래되는 위협과의 관계에서 주

체와 객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외부와 내부의 위협에 직면하는 위협의 객체이기도 

하지만, 위협을 생산해내는 위협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안보화

(securitization)’ 논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적’ 또는 ‘위협’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적’ 또는 ‘위협’

의 실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었다. 객관적인 측

면에서 위협은 실체의 존재나 부재인 반면, 주관적인 측면에서 위

협은 위협받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아

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127 14. 5. 9.   오후 12:21



128

놀드 월퍼스(Arnold Wolfers)는 일찍이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안

보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의 부재로 측정할 수 있고,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안보는 그러한 가치가 공격받을 것이라는 공포의 부

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Buzan and Hansen 2010, 

73). 앞서 언급한 전략연구가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안보

화’ 논의는 후자 또한 중요시한다. 

스테판 월트(Stephen Walt)가 객관적인 군사력과 함께 ‘의향

(intention)’을 위협의 구성요소에 포함시켰던 것도 유사한 맥락이

다(Walt 1987). 한 국가가 상대 국가를 침략하기에 충분한 군사력

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타 국가에 위협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다. 위협에 대한 인식은 ‘이해(understanding)’의 함수로 결정되지, 

군사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화’와 관련

된 조금 더 비판적인 존재론적 입장에서 위협이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은 위협에 대한 객관적 현상이나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위협이 위협의 위치를 차지하는 담화적 행위 때문이다. 일례로 필

리핀 민다나오 지방의 극단주의 회교 세력과 필리핀 정부와의 교전

은 자체만으로는 국제안보 이슈가 아니다. 그러나 필리핀 내 회교 

근본주의를 국제적 회교 테러집단과 연계시키는 담론이 형성된다

면, 이는 국제안보 이슈로 ‘안보화’된다. 즉 안보화는 특정 이슈를 

안보의제로 만드는 담화의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안보화 논의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주도되었다. 코펜하겐 

학파는 인간의 집합체가 특정한 현상을 위협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판적 구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통상

적 구성주의의 주된 용어가 규범과 정체성이라면, 비판적 구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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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주된 용어는 권력(power)과 담론(discourse)이다. 통상적 구

성주의는 규범과 정체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

한다(Katzenstein 1996). 이에 비해 비판적 구성주의는 위협에 대

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과정

을 중시한다(Karacasulu 2007, 30). 

특정한 현상을 위협으로 구성하는 담론과정에는 다양한 수단

이 동원된다. 특정한 이미지의 시각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2004

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의 끔직한 폐해 현장이 시각화되어 전 세계

에 보도됨으로써, 기후변화가 인류가 공동대처해야 할 새로운 안

보 위협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각인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 제반 의제에 대한 지나친 안보화는 안보연구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안보화 논리에 따르면, 오염, 질병, 아

동학대, 경기 침체와 같은 의제들이 안보의 영역으로 흡수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안보연구 의제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지적

인 응집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Buzan and 

Hansen 2010, 257).  

III 사례연구: 동아시아 ‘안보질서(security order)’ 연구 

경향

국제안보연구의 심화와 확대는 미국과 유럽 학계에 의해 선도되어 

왔다. 아시아에서의 안보연구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 이론적 논

의를 아시아의 안보현상에 적용하는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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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는 사례연구로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에 있어서 분석수

준 및 분석단위가 심화되고 관련 의제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살

펴본다.   

냉전 기간 동안 동아시아 안보질서에는 글로벌 차원의 미・소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투영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

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거점국가로 일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으나 서구식 산업 기

반을 구비하고 있었고, 소련의 남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요충지(choke point)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을 주권국

가로 복원・성장시키려는 미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체결을 주도하였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

할 것을 우려한 전승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은 호

주, 뉴질랜드, 필리핀에게 ‘안전보장’을 공약하였다. 아울러 미국

은 전승국들의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

에게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고, 상응

하는 대가로 일본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이

유로 ‘일본과의 평화조약’ 및 미・일 동맹, 미국・필리핀 동맹, 미

국・호주・뉴질랜드 동맹이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8월과 

9월 사이에 동시에 체결되었다(박재적 2012, 55). 이어 1954년 한・

미 동맹이 체결되고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가 결성됨으로써, 이른바 미국 주도 ‘중심축과 바퀴

살 동맹체제(hub-and-spoke alliance system)’가 완성되었다. 이

에 대항하여 공산주의 세력은 동북아시아에서 소련・북한・중국의 

‘북방 삼각체제’를 결성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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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생적으로 세력을 확장한 공산주의에 추동된 국가들이 미국

에 대항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불거진 중・소 분쟁, 베트남전 

후 사실상(de facto) 해체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미국과 중국의 

수교와 이로 인한 미국과 대만의 조약 동맹 관계 종결 등 양극 체

제에 긴장을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양극 균형(balancing) 구도는 냉전 기간 동

안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근간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냉전 기간 동

안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는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현실주

의(structural realism)에 의해 주도되었다.       

탈냉전의 도래와 이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미국 단극 체제는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

다도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된 이래 압도적인 단극 체

제를 유지한 국가가 없었던 관계로 단극 체제 아래에서의 지역 안

보질서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과연 글로벌 차원

의 미국 단극 체제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특히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 및 군사 자산 배

치의 핵심이었던 미국 주도 ‘중심축과 바퀴살’ 동맹체제가 동아시

아 안보질서 재편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러한 질

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는 분석수준과 분

석단위를 심화시키고 관련 안보 의제를 확장시키고 있다. 

1.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의 심화 

국제정치에서 ‘질서(order)’는 아직 학자들 간 협의된 정의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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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 않은 논쟁적인 개념이다. ‘질서’의 다양한 정의에 관한 

검토를 뒤로 하고, 이 글에서는 헤드리 불(Hedley Bull)이 ‘무정부 

사회(The Anarchical Society)’에서 정의한 개념을 준용한다. 다수

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현대적인 주권 개념에 침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불의 국가 중심적 질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질서를 논하는 데 적합해 보인다. 불은 국제질서를 ‘국가들 간 사

회(society of states)의 기본적(elementary), 근원적(primary), 보편

적(universal)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행위의 패턴 또는 배

열’로 정의한다(Bull 1995). 불의 질서 개념은 국제체제 안에서 국

가체제(state system)의 보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국가 

중심적이다.  

그러나 무티아 알라가파(Muthiah Alagappa)는 불의 ‘질서’ 개

념만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 국가 단위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도, 규범(norm) 등도 동아시

아 지역의 거버넌스와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엮어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주창하고 있는 국가 중심의 ‘국제사회’는 동아시아에 대한 적

용성이 높지 않다. 알라가파는 세 가지 유형의 질서를 제시한다. 첫

째는, 역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들 간 경쟁의 결과인 도구

적(instrumental) 질서이다. 둘째는, 전쟁의 방지를 추구하는 ‘상

업적 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ism)’에 의해 추동되는 ‘규범적-

계약적(normative-contractual)’ 질서이다. 셋째는, 주권을 초월하

는 방향으로 ‘정치 공동체(political community)’가 통합되는 ‘연대

적(solidarist)’ 질서이다(Alagappa 2003, 42-51). 알라가파는 질서

는 다양한 세계에서 다른 양상의 사회적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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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특정 지역 질서의 수준과 질이 변화하는 원인과 양상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Alagappa 2003, 36-37). 알라

가파는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념적 질서를 제시한

다. 첫째는, 미국에 의해 유지되는 자유주의적 특색을 지닌 헤게모

니 질서이며, 둘째는, 세력균형, 셋째는, 분쟁을 해결하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구적 기제(institutional mechanism)’가 활용되는 

도구적-계약적 지역 안보 시스템이다(Alagappa 2003, 72-78).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의 초점은 1990년대 초 알라가파가 

제시한 첫째 질서 유형, 즉 자유주의적 특징을 가진 미국의 헤게

모니에서 둘째 질서 유형, 즉 세력균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세력균형이라고 하더라도 주권국가 간 경쟁을 공고화하는 데 기여

하는 위협 중심적 세력균형이라기보다는 미국 주도 동맹체제가 점

차적으로 역내 질서 유지와 질서 형성의 도구로 활용되는 형태의 

세력균형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존속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적 특징을 가진 미

국의 헤게모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 주도 동맹체제가 차

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동맹이론에 의하면 동맹 형성의 근간

이 되었던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동맹은 동맹국들 간 ‘상대적 이

익(relative gain)’에 대한 우려로 붕괴되기 마련이다. 냉전 기간 동

안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존재이성’은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이었

기에, 냉전의 종식 후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

도 동맹체제가 왜 존속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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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존속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탈냉전 후 나토가 해

체되지 않고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는 등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수의 연구가 체제와 국

가를 분석 수준과 단위로 설정하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일군의 학

자들은 분석 수준과 단위를 심화・확장하여, 나토가 냉전 기간 지

불한 매몰 비용(sunk cost), 나토의 기구로서의 이익(organizational 

interest), 관성(inertia),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등의 제도적 

요인과 공동체 의식, 집단적 정체성 같은 관념적 요인을 주요한 독

립변수로 부각시켰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 동맹 존속에 관한 연구의 주류는 중

국을 소련을 대체하는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으로 대치

한다. 또한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존속에 기여하는 

위협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미국, 중국, 북한 등의 군

사력 비교를 중시하는 ‘전략연구’ 계통의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다. 다른 시각에서 서재정(Suh 2000), 피터 카첸스타인, 루드라 실

(Katzenstein and Sil 2004)은 나토의 존속을 설명하기 위해 제기되

었던 제도 및 관념적 특성을 미국 주도 동맹의 존속을 설명하는 데 

차용한다. 

한편, 체제 수준에서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관한 연구 중 일

부는 미국 주도 동맹체제에 기반을 둔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가 지

속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탈냉전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미국의 단극 체제가 내구적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전쟁의 부정적 

여파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미국 단극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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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로스(Robert Ross)

는 강대국 간 권력 관계에서 지정학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탈

냉전기에도 지대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대륙 국가

들은 중국에 편승하고 해양 국가들은 미국에 편승할 것이라고 전

망한다(Ross 1999, 81-82). 즉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대륙과 

해양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분할한다는 것이다. 휴 화이트(Hugh 

White)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중국에 내놓고, 중국과 권력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White 

2005, 478). 그러나 로스의 ‘영향력 영역(spheres of influence)’의 

분할이나 화이트의 ‘권력의 공유(concert of power)’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역내 지도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

체에서든지 대륙 국가들만의 사이에서든지 생성・유지・확대될 가

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로버트 셔터(Robert Sutter)는 중국이 

그와 같은 지도력을 행사하기에는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 일본

에 대한 강력한 국가주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 경제 등 제한과 결손요인이 많음을 지적한다(Sutter 2006, 17-

24). 일본을 위시한 역내 지역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계층적 질서

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지배

적 역할을 중국에 물려줄 의향이 없다. 마이클 마스탄두노(Michael 

Mastanduno)는 미국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헤게모니 국가이든 아

니면 쇠퇴하고 있는 헤게모니 국가이든 미국 주도 동맹체제에 기

반을 둔 자유주의적 미국의 헤게모니질서는 지역 안보질서의 안

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astanduno 2002). 또한 존 아이

켄베리(John Ikenberry)는 미국이 동맹에 스스로를 귀속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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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동맹국들이 미국의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 주도 동맹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Ikenberry 2004). 지역 동맹국들이 동맹의 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한, 미국 주도 지역 질서

는 유지될 것이다. 

알라가파가 주장한 첫째, 둘째 질서에 관한 논의의 분석 수준

과 단위는 체제와 국가 중심이다. 그러나 국가 중심적인 존재론과 

인식론을 부정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알라가파

가 언급한 셋째 유형의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규범의 

역할과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를 강조하는 아미타브 아

차리아(Amitav Acharya)는 최근 아세안과 아세안을 확장시킨 다

자 기구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의 협력에 주목하고, 동 

지역에서 ‘상호 반응성(responsiveness)’의 정신이 성숙되고 있다

고 주장한다(Acharya 2003/2004, 150). 그러나 동아시아 전체를 관

할하는 공동체의 건설은 아직 그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주장

도 팽배하다(Mastanduno 2002, 209).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들 간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상이한 인식, 영토분

쟁, 국가주의적 성향 등으로 인해 공동의 정체성이나 가치의 공동

체 형성 또한 답보 상태에 있다.   

한편 일부 연구는 알라가파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질서를 

연계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선 효율적인 다자주의

가 태동하기에 척박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다자주의가 성숙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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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의 이질성이 높다. 또한 미국 주도의 

포괄적 아・태 다자주의와 중국 주도의 미국이 배재되는 폐쇄적 동

아시아 지역주의 사이의 긴장이 높다. 세 가지 유형의 질서를 연계

하려는 연구는 첫째 유형의 질서는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둘째 

유형은 제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실주의

의 대표적 기제인 동맹의 소 다자적 연계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제

도주의적 기제가 태동되기를 기대한다. 일례로 미국・호주 동맹과 

미국・일본 동맹이 연계되어 2001년에 출범한 삼자전략대화는 삼

국이 역내 비전통안보 이슈에 공동 대처하는 협의체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삼자전략대화의 외연이 확대되고 이를 토대

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가 출범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 이러한 희망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결성될 

때도 높았다. 당시 회원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된

다면, 이후 외연을 넓혀 동아시아 제반 역내 안보 의제를 협의하는 

다자공동체로 6자회담을 확대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물론 현

재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인해 6자회담이 그 본연의 목적인 북한 

비핵화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출범 당시에는 그

러한 기대가 팽배하였다.    

동아시아에는 동맹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자 안보 

협력 관계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동맹 및 밀접

한 양자 안보 협력 관계의 연계를 통해 소 다자 및 다자 협력이 발

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윌리암 타우(William Tow)는 ‘수렴주의 안

보(convergent security)’로 명명하였다(Tow 2001). 이는 현실주의

와 자유주의가 수렴하는 절충주의적 관점이다. 타우는 나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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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아와 함께 동맹을 위시한 다양한 양자 안보 관계의 상호 연계

에 미국과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치, 문화, 정체성 등

이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ow and Acharya 2007). 미

국과 동맹국들은 테러에 대한 대응, 핵 비확산 및 반확산 등에 관

한 이익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같은 공동 가치를 향

유하고 있다(Tertrais 2004). 이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질서 연구에 

통상적 구성주의까지 포함하는 절충주의적 시각이 도입되고 있음

을 방증한다.  

       

2. 안보의제의 확장과 ‘안보화(securitization)’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에서 ‘안보화’가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무엇보다도 냉전기 소련의 위협이 ‘구성(construction)’되

었던 것처럼(Krause 1996, 245),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실체에 근

거한 것인지 아니면 위협으로 안보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심

화되고 있다. ‘중국 위협론’자들은 중국을 현재의 미국 주도 동아시

아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 수정주의 국가로 인식한다. 이들에 의하

면 중국은 다시 부흥하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힘과 국가목표에 도전할 국가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주도 동맹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Blackwill 2000). 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동북아

에서 미・일동맹의 강화, 동남아에서 미국・태국, 미국・필리핀, 미

국・호주 동맹의 강화를 정당화한다. 한편 미국 이외 역내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은 두 갈래이다. 첫째, 중국과의 경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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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자국의 안보에 필

수적이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을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부재하므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평화적 부흥을 주장하는 분석가들은 미국과 동

맹국들이 미국 주도 동맹체제 존속의 명분을 찾기 위해 중국의 부

상을 위협으로 ‘안보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중국이 글로

벌 영역에서 미국의 단극적 지위를 수용하고, 그 연장선에서 동아

시아에서도 미국 주도 안보질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한다. 즉 중국이 국력을 신장해 나감에 따라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게 중국의 국력에 부합하는 존중을 요구하겠지만, 그러

한 ‘신형대국관계’의 요구가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도전은 아니

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이 날

로 증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와 안보의 상호 의

존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현 질서의 수정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

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이면서 아세안 관련 각종 다자 회의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준 북

한에 대한 공세적 태도가 방증하는 것처럼 중국은 동 지역에서 안

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 국내 정치 및 경제의 지속

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외부 안보 환경 확보가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 국가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아시아 국

가 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상이 궁극적으

로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 위협론에 비판적인 

견해에 의하면, 조작되거나 과장된 중국 위협론에 근거해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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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액하거나 미국 주도 동맹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 중국 

위협론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

로 ‘안보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중국이 시장경제 자

본주의를 충분히 흡수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담

론화하고 과장된 위협을 이용하여 미국 주도 지역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 주도 동맹

의 소 다자적 연계는 효과적인 다자 안보 기구를 조성하기 위한 중

간 단계의 절차가 아니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안보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는 서재정의 한미동맹의 존속

에 관한 연구이다(Suh 2010). 탈냉전기 나토의 존속에 관한 제도주

의, 구성주의적 논의의 연장선에서 서재정은 탈냉전기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이유를 ‘자산 특정성(asset specificity)’와 한국과 미국의 

북한 위협에 대한 공통의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서재정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북한의 위협

에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군

사적 ‘자율성(autonomy)’를 넘겨주고 있다. 한미동맹이 장기간 존

속되면서 형성된 한미동맹에 특정된 인적, 장비, 위치, 과정에 있

어서의 ‘자산 특정성’이 한미동맹의 존속에 기여한다. 또한, 한국

과 미국이 서로를 ‘우리’로 인식하고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

는 정체성도 일조하고 있다. 일례로 서재정은 자산 특정성과 공동

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보수층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

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담론화하고, 북한의 방어용 핵 개발을 공

격용 핵 개발로 포장하면서 북한 군사력을 위협으로 ‘안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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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서재정의 주장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Park 2013, 206-2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정의 연구는 동아시

아 안보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 비전통안보 의제의 ‘안보화’는 미국이 자

국 주도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폭탄 테러 및 대규모 해일 피해, 일본의 원전 

사고 등 비전통안보 관련 이슈의 ‘현재화’는 미국과 역내 국가들

이 비전통안보 이슈를 효과적으로 ‘안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체제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물적 자산과 전

략적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

한 미국, 호주, 일본과의 삼자전략대화의 주요 의제도 비전통안

보 이슈이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과의 정규 군사훈련

인 발리카탄(Balikatan)이나 태국과의 정규 군사훈련인 코브라 골

드(Cobra Gold)를 실시할 때, 미국은 다국적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군사훈련의 목표로 공표하

고 있다. 로레인 엘리엇(Lorraine Elliott)와 제프리 엥스트롬(Jeffrey 

Engstrom)은 미국이 중국과 비전통안보 이슈에 공동대처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증진시킨다면, 중국이 점증적으로 역내에서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responsible global stakeholder)’ 역할을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기대한다(Elliott 2012, 13; 

Engstrom 2013, 56). 그러나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를 미국과 중

국의 전략적 대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미국의 비전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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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강조를 상이한 시각에서 접근한다(Dormandy 2012; Cronin 외 

2013). 이와 같은 연구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할 목적으로 동맹을 

연계・강화시키고 있지만 이를 표면적으로 노골화할 수 없기 때문

에 재난구조, 인간안보, 마약 퇴치, 해적, 테러 등과 같은 이슈를 

안보 문제로 담론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

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대처를 동맹 연계 및 강화의 표면적 명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IV 결론 

이 글의 전반부는 미국과 유럽의 학계를 중심으로 탈냉전기 국제

안보연구의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심화되고 관련 의제도 확장되

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아시아에서의 안보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도된 이론적 논의를 아시아의 안보현상에 적용하는 수준에서 전

개되고 있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사례연구로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된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안보질서 연구는 체제를 주요 분석수준으로 설정하

고 국가를 핵심 분석단위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

나 동아시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주도 동맹체제를 

제도화된 기구로 간주하려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동아시아에서

도 효과적인 다자안보 기구를 창설하려는 현실적 욕구가 결합되면

서,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를 지역 질서의 유지 및 형성이라는 측

면에서 접근하는 절충주의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아울러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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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정체성 등을 통해 동맹의 연계 

및 강화를 설명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동

아시아 안보질서를 이해함에 있어 국가 중심적 실증주의뿐만 아니

라, 동아시아에서 태동하고 있는 규범이나 정체성에 기반을 둔 통

상적 구성주의적 시각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유럽 및 미국에 비해, 비판적 구조주의 등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분석하는 연구는 활성화되

어 있지 못하다. 물론 안보질서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사

회집단 등이 독립변수로 영향을 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안보연구의 이론화 및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현실 정

책과의 연관성 결여로 이어지고 안보연구를 도리어 퇴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최아진 2008, 197). 그러나 동아시아 안보환

경이 점차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감에도 미국 주도 동맹체제가 

지속적으로 존속된다면, 미국 주도 동맹체제 존속의 이유를 진화

하고 있는 지역 안보질서의 맥락에서 다양한 분석 수준과 단위를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주도 동맹체제가 비전통안보 의제의 ‘안

보화’를 매개로 냉전 시대의 ‘위협 신화’를 영속화시키고 있는 것

인지,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질서 재편 과

정에서 새로운 존재이유를 찾아가며 전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인

지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전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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