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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9년 9월 20일 동티모르 내 유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파병된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결성과 파병 과정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 이후 국제사회의 별다른 반
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동티모르의 독립 문제가 20여 년 만에 급격
한 전환을 맞이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다국적군의 주도가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 해결에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던 미국이나 UN이 아닌 호
주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특히 호주 정부가 인도네
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와 태평양 제도 지역 내 불간섭주의 정책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20여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
아 정부를 지지해 왔음을 고려할 때에 ‘다국적군 주도’로의 변환에는
분명 간단히 설명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동티
모르 독립을 통한 호주의 국익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동티모르의 독립을 강하게 지지한 ‘여론’의 역
할을 강조하거나, 전통 중견국 외교의 행태적 특성과 같은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등이 파병 주도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안보·경제적 이익과 국내
여론, 특정 가치 실현 등 개별적 요소가 다국적군 주도로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대외정책과 상반되
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사례가 단일한 목적을 근거로 완
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호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다국적군 파병을
주도하였는지 그 배경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특별히 ‘당시 동티모
르 사태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조적 환경이 파병 주도 역할의 공백
을 제공하였고,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호주가 행위
자들 간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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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논지이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한 변수만으로 사례를 설명하
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구조’, ‘행위자’, ‘과정’
등 세 요소 각각의 성질과 이들의 복합으로 인해 호주가 다국적군 파
병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었음을 밝히며, 이러한 요소들의 나열이
아닌 이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
각을 원용할 것이다.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구조를 그려내고 그
안에서 호주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
서 말하는 ‘구조’와 ‘구조적 공백’의 개념을, 호주라는 행위자 내부의
담론과 정책 변화 과정의 동학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이해를 부분적으로 원용하고자 하며, 나아가 호주가 다국적군
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파병까지 이끌었던 과정을 살피는 데에는 행
위자-네트워크 이론 중 ‘번역’의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함의는 무엇보다 물질적, 경험적 자원이 강대국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여 대외정책의 전략 수립과 이의 실천에 있어 상
당한 제약을 마주하게 되는 비강대국의 실천 전략으로 네트워크 상에
서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와 이슈의 다양화로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21
세기 국제정치 구조 속의 중견국 - 혹은 강대국만큼의 능력은 보유하
지 않았지만 약소국과는 구별되는 중간적인 위치를 모색하는 국가 –
에게 특정 이슈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국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보다 전략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함을 보이고
자 한다.

주요어 : 평화유지군, 동티모르 문제, 동티모르 사태, 중견국, 네트워
크 이론, 호주 대외정책
학 번 : 2013-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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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1999년 9월 20일, 동티모르 내 유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동티
모르 다국적군1)(INTERFET)’이 공식 파병되었다.2) 인도네시아 군부의
지원을 받은 동티모르 내 친(親) 인도네시아 세력이 1999년 8월 30일
실시된 동티모르 독립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동티모르 전역에서
학살·방화를 자행, 1,500여 명의 사망자와 300,000만 명에 가까운 난
민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 ‘동티모르 사태’3)의 해결을 위하여 파병된
동티모르 다국적군은 2000년 2월 23일 UNTAET(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로의 임무 인계가 완
료되기까지 약 6개월 간 그 규모를 확장시켜 23개국 11,000여 명의
1) PKF (Peace Keeping Force)로 번역되는 ‘평화유지군’은 통상 UN 주도로 평화유
지활동을 펼치는 군대를 뜻하며, INTERFET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은 동티모르 다국적군, 동티모르 다국적 평화유지군 등으로 번역된다.
UN-PKF와 다국적군의 차이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PKF의 역할은 평화유지
의 활동에 국한되나, 다국적군은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등 평화집행까지 수행한다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NTERFET을 ‘동티
모르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아닌 ‘동티모르 다국적군’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 The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위해 UN은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파병과 호주의 파병 주도를 승인하였는데, ‘평화와 안전 복
구, UNAMET 보호와 지지, 인도적 지원 사업 촉진’의 임무를 가지고 1999년 9월
20일 공식 파병되었으며 군대의 규모와 참여국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3개
국 1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UNTAET로의 임무 이양은 2000
년 2월 28일 완료되었다. 자료 출처: The Australian Army, July 5 2013,
http://www.army.gov.au/Our-work/News-and-media/News-and-media-20
12/News-and-media-December-2012/East-Timor-peacekeeping-mission-t
o-conclude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3) 본 연구는 ‘동티모르 사태(East Timor Crisis)’와 ‘동티모르 문제(Situation of
East Timor)’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동티모르 사태는 1999년 8월 30일 동티모르
주민들의 독립 찬반 투표 직후 벌어진 친(親) 인도네시아 민병대 밀리샤(Militia)에
의한 학살과 인권유린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동티모르 문제는 1975년 인도네시
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을 기점으로 약 20여 년간 계속되어온 동티모르인들의
독립 투쟁과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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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듯 상당한 규모의
평화유지활동이 UN이나 미국이 아닌, 국제 분쟁 해결에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 오지 않았던 호주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상자 발생의 가능성뿐 아니라 UN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PKF)보다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다국적군의 주도 역할을 호주가
맡았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 혹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 것은 크
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1999년 호주의 다국
적군 파병 주도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행보였는데, 이
는 20 여 년간 호주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유지되어 온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권 인정’이라는 외교 노선에 반대되는 결정이었
다. 둘째, 대외 경제 관계의 무게 중심이 점차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
겨지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별히 ASEAN을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호주 외교의 4대 중심 관계’ 중 하나로 여겨졌기에, 양
국 외교 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야기한 호주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변화였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목전 지역인 태
평양 제도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있어 ‘불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해왔
는데, 이러한 점에서 동티모르로의 군사적 개입은 이상 현상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닐 사건이었다.
1975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호주 정
부의 대응은 호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형성
이라는 목표와 태평양 제도 취약 국가에 대한 우려를 명백히 나타내
는 것이었다. 예컨대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과 인
도네시아 주도의 인권 유린 행위에 있어 호주 정부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의 불간섭주의’ 정책과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라는
대외정책 노선에 기반 하여 서구 국가 중 최초로 동티모르에 대한 인
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20여 년간 호주 정부는 – 수차
례에 걸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 동티모르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
아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에 있어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1996년 취
임한 존 하워드 총리(Prime Minister John Howard)4)와 자유-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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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Liberal-National Coalition) 역시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 주도의 인권 유린 행위 사실을 은폐하는 등 이전 정부와 같은
노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9년 9월 15일 하워드 총리는 돌연 동
티모르 다국적군 주도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은 ‘태평양
제도에의 불간섭주의’와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의 기존 정책과 상반
되는 결정임과 동시에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미국 주도의 파병에 부
분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기존의 모습과 비교
하였을 때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요컨대 호주 정부가 다국적군 파병에서의 주도 의지를 보인
것은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입장과 비교할 때
에 아주 큰 변화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호주의 다국적군 파병이 양국
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
나,5)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된 호주의 적극적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비난한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호주와의 안
보협정을 파기하는 등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양국의 우호 관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6) 비록 이 안보협정이 완
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약 5년 후 경제와 안보 분야
를 총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의미의 파트너십이 체결되지만, 호주의
INTERFET의 주도는 인도네시아 주권 침해로 여겨져 대규모 시위운
동과 더불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호주 대사가 총격 피습을 당하는
등 인도네시아 내 반(反)호주 정서가 촉발 및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
다.7)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가 흥미로운 또 한 가지의

4) 존 하워드(John Howard): 자유당 소속이자 보수 성향의 25대 총리로서 1996년 3
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5) Sam Pietsch, “Australian imperialism and East Timor,” Marxist
Interventions, Vol. 2 (2010), pp. 7-38.
6) James Cotton, "The rhetoric of Australia's regional policy," in David W
Lovell (ed.), Asia-Pacific Security: Policy Challeng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3), p. 29.
7) Cotton, 200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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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파병을 주도하고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형
성,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내에서의 리더십 향
상,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명성 확보 등 여러 층
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8) 이
에 본 연구는 ‘호주는 왜 그리고 어떻게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을
주도하였는가’의 질문을 제시하며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가
갖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호주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가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국가
를 단일 행위자로 상정하고 이 행위자가 자기의 이익에 기반 하여 행
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시각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제적 이익을 논하는 연구들은 티모르해 천연자원 개발과 확
보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보다 신흥 독립국
동티모르가 보다 손쉬운 상대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보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9)
동티모르의 독립 지지를 호주의 안보전략 실현의 방편으로 보
는 연구는 문화, 사회적으로 서구 국가인 호주가 전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동티모르를

버퍼존(buffer

8) Derek McDougall, “Australia’s Peacekeeping Role in the Post-Cold War
Er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4, No. 1 (December 2002), pp.
590-608.
9) 박광섭, “동티모르 사태를 둘러싼 UN과 각국의 이해관계,” 사회과학연구, 제19집
(2000) pp. 145-160; Hugh White, “The road to INTERFET: Reflections on
Australian Strategic Decisions Concerning East Timor, December 1998 September 1999,” Security Challenges, Vol. 4, No. 1 (Autumn 2008), pp.
69-87; Piets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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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시각이 등장했던 배경으
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경계했던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 기반 하며,10) 나아가 샘 피치(Sam Pietsch)는
호주의 다국적군 파병 주도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동티모르 정치
및 사회 전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와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적 정책의 실행이라고 규정한다.11)
두 번째 설명은 담론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관념의 등장과 정
체성의 변환에 강조점을 둔 구성주의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NGO와 언론, 정치 엘리트 등 다양한 행위자의 노력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등의 필요를 느끼게 된 여론의
움직임이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적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12) 클린
턴 페르난데스(Clinton Fernandes)는 1997년 ‘민족자결권’과 ‘인권
외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로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한
야당 측 브레러턴(Laurie Brereton) 세력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강
조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동티모르 사태에 있
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 지지’라는 초당파적 지지에 균열을 일으
키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익관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 단체들 역시 보다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1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동티모르 독립을 위
한 파병을 지지하며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주장하였으며,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 등의 여론의 변화에 의해 호주 정부가 기존 입
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전환을 보였다고 설명한다.14)
마지막으로 모린 디(Moreen Dee)와 휴 스미스(Hugh Smith)
10) 김열수,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서방권 국가들의 구성주의적 행위를 중심
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Vol. 19, No. 1 (2003), pp. 65-95.
11) Pietsch, 2010.
12) Clinton Fernandes, “The Road to INTERFET: Bringing the Politics Back
In,” Security Challenges, Vol. 4, No. 3 (Spring 2008), pp. 83-98.
13) Fernandes, 2008.
14) Fernand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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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주장은 자유주의적 시각을 바탕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티모
르 다국적군은 인도주의적 목표에 기반 한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며 호주의 파병 주도 역시 선량한 국제 시민 의식(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 혹은 인도주의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
의 실현을 위한 선택으로 설명된다.15) 특별히 모린 디는 세계 2차 대
전의 경험으로 인해 티모르인들에 대한 마음의 짐(moral debt)16)을
갖고 있었던 호주가 동티모르 내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다
국적군을 구성하고 파병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
명한다.17) 양승윤은 호주 정부가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인도네시아와
의 관계 악화를 감수했던 이유를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호주가 추구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동티모르의 독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호주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서방세계의
일원’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18)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국적군이라는 다자주의적 전
략을 활용하였으며, 파병 주도가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인도주의, 인간 안보 등의 가치에 바탕 한 것이라는 이러한 맥락
의 논의는 중견국 외교의 논의, 특별히 중견국 정의와 범주화에 있어
해당 국가의 외교 행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접근법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과 함께 ‘전통 중견국(traditional middle power)’로 분류되며, 이들
국가들의

특징적

외교

행태는

‘중견국

스타일

15) Moreen Dee, “‘Coalitions of the willing’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Australia’s involvement with INTERFET,”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8, No. 3 (Fall 2001), pp. 1-20; Hugh Smith, “Australia,” in David S.
Sorenson and Pia Christian Wood (eds.), The Politics of Peacekeeping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Frank Cass, 2005), pp. 9-28.
16) 세계 2차 대전 당시 동티모르는 호주 침공을 목표한 일본 제국의 전략적 거점이
되었다. 호주군의 주도로 티모르인들이 게릴라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모린
디가 주장하는 ‘마음의 짐’은 이러한 게릴라 전투로 인한 티모르인들의 희생을 의
미한다.
17) Dee, 2001.
18) 양승윤. "동티모르의 국제관계: 다변화 시도," 아시아연구, Vol. 12, No. 2
(2009),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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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powermanship)’로 설명된다. 이 개념은 국제 분쟁에 있어
‘선량한 국제시민의식(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에 기반 하여
다자주의와 절충적 해결을 선호하며, 이미 형성된 국제 제도의 유지
및 강화에 힘쓰는 외교 행태를 범주화 한 것이다.19) 호주의 경우 캐
나다와 함께 20세기 후반 통상과 환경 분야에서 다자주의 해법을 모
색하고 국제 제도 등을 중시했던 사건들이 주요 사례로 연구되어왔으
며,20) 호주 정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 역시 ‘인도주의적 가치 추
구’와 ‘다자주의’라는 방법적 선택으로 인해 중견국 외교의 행태로 분
석되기도 한다.21)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경제적
이익 추구의 목적은 크게 두 부분에서 설명력이 부족하다. 첫 번째로,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호주 외교의 4대 중심 관계’에 포함되
었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 혹은 단절을 감수할 수 있었는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양국의 관계는 호주의 파병 주도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양국의 관계는 쉽게 정상화되지 않았는
데, 특별히 인도네시아가 호주의 파병 주도에 불만을 품고 파기한 안
19)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20)

Andrew Fenton Cooper, “Like-minded Nations and Contrasting
Diplomatic Styles: Australian and Canadian Approaches to Agricultural
Trad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2 (June 1992),
pp. 349-379; Annette Baker Fox, “The Range of Choice for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Compared,”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 26, No. 2 (August 1980), pp. 193-203; Richard A.
Higgott and Andrew Fenton Cooper,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4
(September 1990), pp. 589-632.
21) Charles Hawksley, “Australia’s Aid Diplomacy and the Pacific Islands:
Change and Continuity in Middle Power Foreign Policy,”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21, No. 1 (February 2007), pp. 115-130; Seung
Hyok Lee, "Canada-Korea Middle Power Strategies: Historical Examples
as Clues to Future Success," Submitted for the Korea-Canada Middle
Power Strategy Project, Asia Pacific Foundation for Canada (2014), p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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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협정의 회복은 2000년대 중반에서야 이루어졌다.22) 또한 독립 동
티모르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호주는 UN주
도의 평화유지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다국적군
주도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UN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 파병의 결정을
주도한 것은 호주 정부가 아니었으며, 나아가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
초기, 호주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도를 기대하고 요청하였다. 다시 말
해 호주 정부가 티모르해 천연자원개발이라는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
하여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했다면 - 신흥 독립국 동티모르 내에서
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 UN이나 미국의 평화유지군 주도를
반대하고 보다 공세적인 태도로 UN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의
파병을, 나아가 미국의 주도가 아닌 자국의 주도를 최우선 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를 적당히 비판하고 호주의 손을 들어주
는 미지근한 반응만을 보인 미국의 태도가 오히려 호주의 독자 노선
에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호주 정부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보다 적극
적인 태도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술하겠지만 호주 정부는 당초
미국의 평화유지활동 주도를 원하였으며, 자국의 주도를 결정한 이후
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다국적군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2) 후술하겠지만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 지역에 있어 국가 이미지의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서구 국가의 간섭을 경계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들이 반(反)호주 감정을 가지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
티모르 파병 주도 이후 양국의 안보 관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양국의 외
교 관계 정상화는 2002년 발리 폭탄 테러와 2004년 쓰나미 사건 발생 직후 호주
정부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약속하는 노력과 더불어
2004년 10월 첫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 당선된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이
실용주의(pragmatism)에 기반 한 정책 실현을 위해 호주와의 관계 개선에 상당
한 의지를 보였던 2000년대 중반 들어서야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참조: Ann
Capling, “Twenty years of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The Pacific
Review, Vol. 21, No. 5 (December 2008), pp. 601-622; Cavan Hogue,
“Perspectives on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9,”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0), pp.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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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는 호주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음과 동시에
일정 부분 타국들의 기대와 더불어 미국의 암묵적인 양보 등 구조 차
원에서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동티모르의 독립을 통한 안보 이익의 실현은 일정 부분
설명력을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의 반박이 가능하다. 먼저, 냉전 후
반과 탈냉전기 들어 호주는 아시아의 부상을 위협보다는 기회로 여기
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23) 즉, 버퍼존으로서의 동티모르라
는 개념은 오히려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강제 점령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냈던 1970-80년대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냉전 시기에 강조되었던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버퍼존의 개념은 호주 정부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티모르 독립 지지를 안보 실현
의 이유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시기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즉, 동
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호주 자국의 세력
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주장은 동티모
르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인도네시아의 강제 점령에
대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75년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
려 침묵하였던 호주의 태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더불어 대외정책의 변화에 있어 여론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
다는 주장 역시 설명력이 부족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1990년대 후반
들어 야당 브레러턴 측의 ‘인권 외교’와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등과
같은 새로운 관념 제시로 인해 여론의 환기가 일어나고 NGO와 종교
단체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 내 분열 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여
론 조사 등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호주 국민들이 파병에 찬성한 근거
23)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liminality: relocating Australia in the Asia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2, No. 2 (July 1997), pp. 169-186; Capl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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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익’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필요’에도 기반 하였던 것이 사실이
지만,24) 이는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발현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시위의 규모가 이라크 파
병 반대 시위와 비교했을 때 약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여
론’이라는 요인이 정책 변화에 있어 결정적이지 못하였다는 근거라
할 수 있겠다.25)
나아가 선량한 국제 시민 의식의 추구 혹은 전통 중견국의 중
견국 스타일 등과 같은 개념에 기반 한 설명은 1990년대 중후반 국
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등 국제사회에
서 적극적인 태도로 인도네시아를 지지하였던 20여 년간의 호주의 태
도를 설명할 수 없으며, 나아가 왜 1990년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특정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한다. 더불어 기존
중견국 논의에 따라 호주를 전통 중견국으로 분류하여 그 행태적 특
징에 따라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를 설명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
다. 비록 본 연구의 목적이 중견국을 정의하거나 중견국의 자격 조건
등을 논하는 것에 있지 않지만, 호주의 외교가 주로 ‘중견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 및 분석되어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국적군 주도의
사례가 기존의 ‘중견국 호주의 외교 행태’로는 이해되기 어렵다는 주
장을 위하여 중견국과 관련된 논의를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중견국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크게 국가
의 물질적 능력에 초점을 둔 현실주의적 전통과 국가의 외교 행태를
파악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현실주의적 접근
법은 객관적 통계 수치의 분석을 통해 약소국보다는 강하고 강대국보
다는 약한 능력을 가진 국가들을 중견국으로 구분한다.26) 국가의 영
토 크기, 인구, 물질적 자원, 군사력 등을 수치화하여 개별 국가의 객
24) McDougall, 2002, p. 601.
25) Clinton Fernandes, Reluctant Saviour: Australia, Indonesia and the
independence of East Timor (Melbourne: Scribe Publications, 2004),
p.114.
26)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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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능력과 위치를 분류하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중견국의
구성 요소 중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조하는데, 중견국이라면 마땅히
대외원조와 인도적 지원 등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 규모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력 또한 동반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27) 즉, 자기선언적 범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인식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자원이 바탕 된 설득력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국가의 행태적 속성을 통해 중
견국을 정의한다. 전통 중견국을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분석으로는 앞
서 언급하였던 ‘중견국 스타일(middlepowermanship)’에 의거한 논
의가 대표적인데, 이는 국제 분쟁에 있어 다자주의와 절충적 해결을
선호하고 선량한 국제시민의식(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에 기
반 한 외교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을 중견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28)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 행위자의 속성과 행태에 집
중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중견국의 범주를 그려내거나 중견국의 자격
요건을 논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별히 객관적 수치를 활용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이 갖는 가장 큰 유용성은 시공간에 관계없이
국가들의 능력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지만, 지표와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치화가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수치화가 불가능한 질적 요소
를 다루기에 용이하나, 중견국 ‘행태’의 정의가 주관적이며, 나아가
냉전기와 탈냉전기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선언하였던 호주와 캐나다
등을 연구 사례로 삼고 이들의 외교 행태를 분석하였기에 중견국 일
반론이라 이름 되기 어려움은 물론, 동어반복의 오류라는 비판을 받

27) John Howard,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 A New Paradigm?,”
Speech
At
Asialink-ANU
National
Forum,
August
13
2004
http://asialink.unimelb.edu.au/__data/assets/pdf_file/0017/421622/August
_John_Howard_National_Forum.pdf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28) Cooper, Higgot and Noss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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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29) 중견국의 범주를 대강 그려내거나 중견국의 자격 요건
을 평가할 수는 있으나,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외교 행위에 대한 논
의를 도출할 수 없고, 비슷한 국력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 정책을 펼치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존 논의의 한계라 하겠다.30)
비록 호주의 외교는 전통 중견국 외교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 탈냉전기 자유주의적, 행태론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
으나,31)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행태론적 분석은 동어반복의 오
류를 범할 수 있음은 물론, ‘인도주의적 가치의 추구’라는 전통 중견
국의 특질적 행태는 국익실현과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보다 직접
적인 관심사로 상정한 하워드 정부의 외교 노선을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안보·경제적 이익과 국내 여론, 특정 가치 실현, 중
견국 외교 전략 등 개별적 요소가 다국적군 주도로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대외정책과 상반되는 동티
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사례가 단일한 목적을 근거로 완전히 설
명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중간 수준 이상으로 이
름 되는 호주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다국적군 주도를 가능케 한 부
분이 있지만, 이러한 국가 행위자의 내적 속성은 행위자가 주도 의지
를 갖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티모르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구조와 그 속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다. 요컨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29) 강선주, “중견국 이론화의 이슈와 쟁점,” 국제정치논총, 제66집 1호 (2015), p.
144;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한국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p. 18.
30) 김상배,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이론,” 김상배 편.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
중견국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2014a), pp. 25-26.
31) Higgott and Cooper, 1990; John Ravenhill, “Cycles of Middle Power
Activism: Constraint and Choice in Australian and Canadian Foreign
polici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2, No. 3
(November 1998), pp. 3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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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 행위자, 과정의 변수를 복합적으
로 살피고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 국제사회에서의 명성 확
보 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외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3. 분석틀 및 핵심 주장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자 주요 논지는 당시 동티모르 사태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조적 환경이 파병 주도 역할의 공백을 제공하였
고,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호주가 행위자들 간의 관
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 연
구들이 단일한 변수만으로 사례를 설명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
기적으로 얽혀있는 구조, 행위자, 과정 등 세 요소 각각의 성질과 이
들의 복합으로 인해 호주가 다국적군 파병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
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여러 요소의 나열이 아닌 이들의 유기적인 상
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할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은 핵심 개념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에 따라 여
러 가지 진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구조를 그려내고 그 안에서 호주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와 ‘구조적 공백’의 개
념을, 호주라는 행위자 내부의 담론과 정책 변화 과정의 동학을 그려
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이해를 부분적으로 원용하고자
하며, 나아가 호주가 다국적군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파병까지 이끌
었던 과정을 살피는 데에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중 ‘번역’의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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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로서의 네트워크와 구조적 공백의 개념
먼저, 소셜 네트워크 진영은 노드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집합으
로서의 네트워크를 일종의 ‘구조’로 파악하는데,32) 이들이 상정하는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소
셜 네트워크 진영이 말하는 구조는 - 간략히 표현하자면 - 행위자 간
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이는 신현실주의
시각이 상정하는 세력균형과 세력분포로서의 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또한 지속적인 상호
작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관계적 구도(relational configuration)’를
뜻하고,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행위자 간
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33)
이러한 동태적 구조로서의 네트워크가 갖는 가장 큰 함의는 이
구조와 구조적 속성이 행위자의 전략이나 행동에 있어 정태적인 배경
이나 환경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활동과 역할에 제약
으로 작동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
다.34)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네트워크 상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단절
혹은 느슨한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로날드 버트(Ronald
Burt)에 의해 ‘구조적 공백’으로 표현된다.35) 스테이시 고다드(Stacie
Goddard)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단절, 즉 ‘구조적 공백’을 발견하

32) 여기서 ‘노드’는 개인이거나 조직일 수도 있으며, 지역이나 집단, 혹은 국가 행위
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33)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1, No. 2
(May 2007), pp. 253-271; Daniel Nexon,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34) Stacie E. Goddard,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Vol. 1, No. 2 (July 2009), pp.
249-281.
35) Ronald S. Burt,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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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공적으로 채우는 행위자를 ‘중개자(broker)’라고 정의한다.36) 중
개자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위치 권력’으로 개념화 되는데, 이는 중개
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성을 가진 ‘허브’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여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37)
이러한 개념들을 국제정치로 끌어왔을 때에 구조적 공백이라는
기회 포착과 활용에 가장 유리한 행위자는 강대국일 것이다. 강대국
이 풍부한 자원과 이에 따른 정보력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
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행위자의 형태(개
인, 국가, 단체, 지역 등)나 속성보다 그 행위자가 엮여있는 관계들과
그 관계가 이루는 구조적 특성에 강조점을 두는 네트워크적 시각과
반대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살피고자 하는 평화유지활동의
주도와 국제 분쟁에서의 중개 역할 역시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주로
맡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로서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위치와 역
할에 관한 논의가 중간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 한 국가들,
혹은 중견국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
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로써 강대국이 미처 발견하
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공
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위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비(非)강대국
이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발견하고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치
권력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권력은 특정 영역에서만 발휘되
는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 비강대국이 이러한 특정 영역에서의 위치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도 세계질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거나 이미 강
대국에 의해 표준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어
36) Stacie. E. Goddard,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Vol. 1, No. 2 (July 2009), pp.
249-281.
37) 김상배, 2014b,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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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것이다. 김상배가 제시하는 ‘하위 설계자’의 개념이 이러한 실
천적 측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이는 강대국에 의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성 세계질서의 빈틈을 메우고 이 플랫폼의 원활한 작동
을 위한 일종의 ‘하위 프로그램’의 설계를 감당하는 중견국의 외교 전
략에서 등장한 개념이다.38)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과 호주의 역할
을 사례로 들자면, 동티모르 문제와 사태 해결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호주와 미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민족지도자, UN 등이 주요 행위
자로 자리하였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단절과 균열이 존재하였
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행위자들을 설
득하여 소집해야하는 파병 주도의 역할 역시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호주는 이러한 네트워크 상의 구조적 공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으며,
행위자들 간 관계의 성격과 행위자들의 필요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중개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 나아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를 계기로 2000년대 초중반 태
평양 제도 내 분쟁에 있어 전례 없는 적극적인 태도

- 군사적 개입

– 를 보인 호주의 모습은 ‘하위 설계자’, 즉 호주의 목전 지역에서 빈
틈을 보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있어 일종의 하위 프로그램을
설계한 역할로 설명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1990년대 후반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했던 이
유 역시 구조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불
안정으로 국제사회의 동요가 커지며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적 동학은 ‘동티모르 문제
해결 주도’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호주에게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호
주가 동티모르 다국적군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배경으로는 호주 정부
의 파병 주도 의지와 전략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조건이
1990년대 후반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구조의 변환이 호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38) 김상배, 2014a,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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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원리로서의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진영이 네트워크를 자연발생적 상호작용까지 포
함하는 구조로 바라본다면, 네트워크 조직 이론에서 바라보는 네트워
크는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이는 단순한 노드들의 집합이
아닌 그 형태와 작동 원리가 유연하고 수평적인 특징을 가지는 새로
운 구성 원리이자 거버넌스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39) 네트워크를 이
루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위계 조직’과 ‘네트
워크형 조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경제학이나 사회학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형 조직이 집합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조직으로 이해된다.40)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 맞추어 변용
한 것이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라는 개념이다. 네트워크 국
가는 전통 국가의 위계적 질서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층
질서(heterarchy)라는 새로운 구조적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서, 국가 내부의 여러 단위체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초국가 단
위체들이 활동하고, 정부기구들이 기능적으로 분산됨은 물론 타국 기
관들과 연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유연한 방식으로 움직
이는 조직의 형태를 뜻한다.41)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동티모르 독립 문제를 둘
러싼 호주 내부의 정치·사회적 담론의 동학이 일정 부분 위계 조직으
로부터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변환 과정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네트워크 조직 이론 진영이 말하는 위계 조직으로부터 네트워크 조직
으로의 변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동티모르 문제 해결과
다국적군 파병을 둘러싼 호주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담론이 1990년대
39) 김상배, 2014b, p. 62.
40)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1996).
41) 하영선·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서울: 을유
문화사, 2006),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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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반부터 보다 수평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다층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변환적 성격의
동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이익(interests),

제도

(institutions), 관념 (ideas)’ 등 세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42)
호주 내 동티모르 독립 문제는 20여 년간 정치적 논쟁의 요소
가 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주
의 이슈로 자리하지 못하였다. NGO와 종교 단체 등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사회적 운동의 움직임이
부재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이에 1990년
대 중후반 이전까지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과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후술하겠지만 호주 정부는 국가 정보기관을 통해 이미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의 학살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정보
를 입수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정보 은폐와 인도
네시아 정부 지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시 말해 호주라는 정치적·사
회적 조직이 1975년부터 약 20여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서만큼
은 위계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42) ‘이익-제도-관념’의 역할과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탐구한 이론은 ‘구성적 제도주
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이라 이름 될 수 있다. 이는 ‘이익’과 ‘제도’의
두 변수뿐 아니라 ‘관념(ideas)’이라는 변수를 포함하는 것에서 기존 제도주의 논
의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제도’의 범위는 문화, 관습, 규
범, 전통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시각으로서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기존 제도주의의 논의로는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 행위자의 선택과 제도의 관계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
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를 비롯하여 제도 자체가 갖는 독
립적 역할과 역사적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제도의 개념을 문화, 관습, 규범, 전통 등으로 확장시켜 이해하
는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등이 있다. 참조: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n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32; Anna
Leander,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ionalism to IPE,” in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00), pp.
184-196;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
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1호 (2003), pp. 40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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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8년 후반 시민단체가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
에 의한 학살 동영상을 입수 및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1999년 초반
호주 정보기관의 자료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호주 정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금융
위기와 정권 교체는 동티모르 문제에 전환을 만들어내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야당 일부
세력의 주도로 동티모르 문제는 처음으로 호주 국회 내 주요 정치 이
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정치적 시도는 야당 내 분열 등
의 문제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호주 내 동
티모르 이민 공동체와 NGO, 가톨릭 교회 등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
움직임이 결집되었음은 물론, 동티모르 사태 해결을 위한 파병에 있
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
에서는 그간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던 외교부
장관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일부 논의에서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3) 권력 획득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1980년대 초반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와 미셸 칼롱(michel
Callon)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이하 STS) 분야에서 시작되어 사회학, 철학, 정보기술론, 생태학, 위
험연구 등 방대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연구되어왔다.43)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권력 획득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ANT의 시각과,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뜻하는 ‘번역(translation)’의
개념이다.
칼롱은 번역의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설명
43)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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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한다.

(interessement),

이는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등록하기(enrollment),

관심

끌기

동원하기(mobilization)로

이루어지는데,44) 먼저 문제 제기의 단계에서는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가 네트워크의 구도와 거기에 속한 행위자들을 파악한다. 여기
에는 단순히 행위자들의 존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도를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관심 끌기에서는 관계의 재
조정을 시도하며, 기존의 관계망에서 행위자들을 분리하고 새로운 협
상을 진행하는 단계를 뜻한다. 등록하기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대상
이 되는 행위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상대 행위자의 정
체성 결정을 의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동원하기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본격적으로 자신의 네트워크로 편입시키고 이들
가운데에서 표준을 설정하고 보편성을 얻는 단계인데, 번역의 과정이
성공적일 경우 번역의 주체였던 소수의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들에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권력도 갖게 된다.45)
이러한 ANT 진영의 이론적 논의를 적용하기 이전에 주목하고
자 하는 것은 ANT가 30여 년간 다양한 주제와 결합되어 연구되어온
만큼 연구의 변형도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ANT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접근법과 개념들이 생겨났기에, 이를 고
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으로 변용된 외교 전략으로
서의 ‘번역의 네 단계’ –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 편 모으기, 표
준 세우기 - 를 활용하고자 한다.46)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90년대 후반 국제사회에서는 동티모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파병 주도의 역
44)

Michel Callon,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in
John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6), pp. 196-233; 홍성욱 엮음,
2010, pp. 57~94.
45) 김상배, 2014b, pp. 99-100.
46) 김상배, 2014b,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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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태 해결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적
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호주가 UN과 미국 등의 지지에 기반 하여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호주가 파병을 주도하게
된 것은 일정 부분 구조의 영향이며 경제력과 군사력 등 속성에도 기
반 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국적군 파병의 성공적인 주도에 있어 보다
즉각적인 영향력을 끼친 변수는 국가행위자의 의지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분석을 위하여 V자에서는 호주를 단일한 국가
행위자로 설정하고, 호주가 어떠한 전략으로 23개국 11,000여 명의
군대가 동원된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주도하였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번역의 네 단계
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파병 결정 과정과 다국적군 구성 과정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이를 통해 호주가 어떻게 파병을 주도하였는지 밝히고자 한
다. 이러한 이론적 틀의 유용성은 먼저 다국적군 구성 과정에서 나타
나는 행위자 간의 동학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있으
며, 나아가 개별 국가행위자의 단편적 외교 전략을 이해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행위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에 있다는 면에서 국가 행위자의 ‘속성’뿐 아니라 ‘역할’과 ‘위
치’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하겠다.

4. 이 글의 구성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돌연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
을 보이며 1999년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파병을 주도하기까지 한 호주
의 입장 선회와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환을 살피고 이러한 변환이 호주
외교 노선과 지역 및 국제사회에 갖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호주
가 왜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를 보였는지, 나아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의 구성과 파병 주도를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살피기 위해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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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구조’를 그려보고,
이 구조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빈틈을 발견한 호주가 어떠한 ‘과
정’을 통해 다국적군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동요가 동티
모르 문제에 결정적인 변환을 만들어내었을 당시 호주라는 ‘행위자’
내부에서는 어떠한 반응과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피고자 한다.
동티모르 문제와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사례를 본격적으로 다
루기 전 II장을 통해 20세기 후반 호주의 외교 노선 전반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서구식 전통을 갖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둘러싸여있는 호주에게 지역적 고립과
정체성 확립·재확립의 이슈는 계속적인 고민을 가져다주는 문제였다.
특별히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군사력 철수, 아시아 시장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설정해야했던 호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Labor) 정부와
이후 2007년까지 장기 집권한 자유당(Liberal) 출신 존 하워드(John
Howard) 정부의 대(對)미 정책과 대(對)태평양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
다. 또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호주가 목전 지역에서 하
위 설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호주를 단일행위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동티모르 사
태 해결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구조를 그려내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
크 이론 진영의 개념들을 원용하여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들
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조로 파악하고, 이 구조가 동티모르 독립
문제에 어떠한 변환을 야기하였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다국적군
주도의 역할이 공백으로 자리하였으며, 이는 호주가 영향력을 발휘하
기에 용이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동학을 살피려 하는데, 특별히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사회 비국가행
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으며, 이들의 활동은 비록 동티
모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국제 여론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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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었다. 나아가 2절에서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논의의 진행을 살피며 미국과 호주의 대조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라는 국가행위자와 미국이 그간 만들어 낸
평화유지활동에서의 리더십과 표준 등이 동티모르 사태에서는 동일하
게 적용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그려낼 것이다. 3절에서는 호주 주도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구성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ASEAN 국가
들의 반응을 살피며 특별히 말레이시아 등 호주의 주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행위자와의 경쟁에서 호주가 주도국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호주를 단일한 국가 행위자로 상정하고 글로벌 수준의 논의와
대외적 변화를 분석하는 III장과 달리 IV장에서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동학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
권 지지’에서 ‘동티모르 독립 지지’로의 정책 변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야당 세력의 역할과 이들의 부분적 성공 및 실패의 배경을 알아 볼
것이다. 이러한 변환의 과정에서 이전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이 호주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20여 년간 견고한 초당파적 합의를 보이던 동티모르 문제
에 최초의 균열이 만들어졌음을 보이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
적이었던 해당 이슈에 1990년대 중후반 들어 야당과 시민 단체 등이
개입할 수 있게 된 호주 내부의 동학을 위계 조직에서 네트워크적 조
직으로의 변환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이익, 제도, 관념의 세 변수를
통해 이러한 변환을 추적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역할을 수행하기까
지의 과정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떻게 파병을 주도하
였는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 특별히 V장에서는
경제력과 보편적 가치의 추구 등 내재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분석을
피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전략을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의 번역의 4단계, 특별히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 편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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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우기’로 변용된 네트워크 외교 전략 분석의 틀을 원용하여 파
병 주도의 과정을 살필 것이다. 파병 주도를 결정한 호주 정부는
APEC과 UN총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행위자들의 입장을 파악
하고 회유와 설득 등으로 파병 참여를 촉구했다. 기존에 만들어온 다
양한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은 더욱 강화한 것은 물론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국적군의 구성과 파병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호주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 대(對)태평양 대외정책 노선에 큰 전환을 만들어냈고,
이후 종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로 태평양 제도 지역의 안정 확보
에 개입하며 지역 내 평화유지활동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표준 확립
에 힘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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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세기 후반 호주의 외교 노선
20세기 후반 아시아 시장의 확대와 냉전의 종식은 자국의 정
체성을 서구에서 찾던 호주에게 미국의 공백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보
다 직접적인 조우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47)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공산화 현상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었던 호주의 지정학적 가치
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고, 이와 동시에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력을 계속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48) 세계 2차 대전 종식 이후 태평
양 안전 보장 조약49) 등 ‘위대하고 강한 친구(great and powerful
friend)’50)인 미국을 통한 안보 실현을 추구해왔던 호주에게 이러한
미국의 공백은 ‘낯설고 위협적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보다 직접적인
조우를 뜻하였으며 나아가 목전 지역에서의 안보 구조의 변화와 권력
공백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51)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전략적 노선은 크게 두 갈래
로 나뉘는데 먼저,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을 ‘안보 실현의 주요한 기여
자’(major contributor to security)로 인식하는 것, 동시에 자국의
능력(capability) 향상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국가 안보에 있어 나름의 자주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선의 모
47) Department of Defence, The Defence of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Commonwealth
of
Australia,
1987).
http://www.defence.gov.au/SE/publications/wpaper/1987.pdf (검색일: 2014
년 10월 16일);
Department of Defence, Defending Australia: Defence
White
Paper
(Commonwealth
of
Australia,
1994)
http://www.defence.gov.au/SE/publications/wpaper/1994.pdf (검색일: 2014
년 10월 16일).
48) Richard K.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34-77.
49) ANZUS Treaty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1951년 체결된 호주 뉴질랜드 미국 3국의 공동 방위체.
50) Smith, 2005, p. 9.
51) Mohan Malik, "Australia, America and Asia," Pacific Affairs, Vol. 79, No.
4 (Winter 2006/07), pp. 587-595.

- 25 -

색이었다.52) 이러한 새로운 전략과 함께 대외 경제 관계의 무게 중심
이 점차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지며 호주에게 있어 특별히 동남아
지역은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정체성의 이슈
및 안보 문제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지
리적 최인접 강대국이자 ASEAN을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호주 외교의 4대 중심 관
계’에 포함되었으며, 호주 대외정책의 전통적 우선순위로 떠올랐다.53)
또한 공산화의 위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태평양 제도의 취약 국가 문
제가 국가 안보 및 지역 안정에의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본 장에서는 동티모르 사태 및 다국적군 파병 주도 이슈의 구
조와 성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20세기 후반 세계 2차 대전
과 냉전, 냉전의 종식을 겪으며 호주가 마주한 새로운 외교적 과제와
호주 정부의 대응을 살피고자 한다. 특별히 1983년부터 13년간 집권
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Labor)와 1996년 총선의 대승을 이끈
보수 성향의 자유-국민 연합 정부(Liberal-National Coalition)의 대
외 노선을 알아볼 것인데, 이는 1980-90년대 호주 외교의 주요 과제
였던 ‘동남아시아 시장의 확장’과 ‘미국의 군사력 후퇴’를 공통적으로
마주한 두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 된 시
대적 배경으로 인해 두 정부가 마주한 대외 노선의 주요 과제와 목표
– 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경제적 협력과 미국과의 군사·안보 동맹
추구 – 는 상당 부분 유사하였으나, 목표를 위한 방법과 서구적 국가
정체성의 표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당 정부의 다소 급진
적이었던 아시아 관여주의가 대내외적인 공감을 사지 못하였던 반면,
연합 정부는 의도적으로 서구적 정체성을 강하게 명시하고 다소 느슨
해진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52) Department of Defence, 1994.
5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the National Interest:
Australia’s Foreign and Trade Policy White Paper (Commonwealth of
Australia,
1997)
http://www.dfat.gov.au/publications/pdf/in_the_national_interest.pdf (검색
일: 2014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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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연합 정부의 하워드 총리는 기존에 딜레마로 인식 되
던

지역과

역사

사이의

정체성

이슈를

‘특별한

성격(special

characteristics)’로 규정하고, 나아가 태평양 제도의 취약 국가들에
대해서는 호주가 ‘특별한 책임’을 가졌다는 표현을 통해 호주가 미국
과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54)

1. 아시아 부상과 호주의 외교 노선
1) 1983-1995년 노동당 정부의 아시아 관여주의
‘지리와 역사 사이의 딜레마’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호주 외
교의 시대적 과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이
지만 역사·문화·제도적으로는 유럽·서구적 특징을 크게 띠는 호주의
외교 전략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담겨있다.55) 이러한 딜레마에 대
응하는 호주의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1960
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이전 호주 정부는 이 딜레마에 있어 ‘역사’
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을 모색한다. 세계 2차 대전 중 제14대 총리
커틴(John Curtin)의 ‘호주는 영국 후손들의 영국 인종을 위한 남태
평양의 전초 기지’라는 발언이 나타내듯 호주는 - 호주 정치와 사회
는 – 그 뿌리를 영국연방에 깊게 두고 있었다.56) 비록 2차 세계 대전
을 계기로 미국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최대 우방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서구적 정체성에 기반 한 선택이었고, 호주의 ‘위
54) Cotton, 2003, p. 37; Howard, August 13 2004.
55)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56)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Fact sheet –
Abolition of the 'White Australia' Policy (Commonwealth of Australia,
2
0
1
2
)
https://www.border.gov.au/about/corporate/information/fact-sheets/08ab
olition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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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강한 친구(great and powerful)’는 여전히 그들과 문화적, 제
도적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미국이라는 서구 국가였다. 즉,
1960-70년대까지 호주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기회(opportunity)’보다
는 ‘위협(threat)’으로 인식되었고, 낯선 지리적 환경에서 호주의 선택
은 ‘어머니의 나라’ 영국, ‘위대하고 강한 친구’ 미국과 경제, 안보 관
계를 보다 밀접하게 맺어가는 것이었다.57)
196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아시아의
중요성이 정치, 경제적으로 부각되는데, 냉전 후반 아태지역에서 미국
의 군사력 상대적 후퇴 등으로 인해 아시아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안보 이슈와도 엮이게 되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 잡았
고, 백인들만의 호주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백호
주의정책(White Australia Policy)은 1973년, 영국 무역 선호 정책 –
영국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 은 1981
년에 폐지된다. 1850년대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백호주의가 정
책적으로 사라진 지 채 10년이 되기 전이자 영국과의 무역 선호 정책
이 폐지 된지 약 2년 만에 새로운 정권은 급진적인 정체성 변환을 시
도하는데, 노동당의 호크(Robert Hawke)58) 정부와 이어진 키팅(Paul
Keting)59) 정부의 ‘아시아 관여 정책(engagement with Asia)’이 그
것이다.
물론 1983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 이전에도 일본이 영국을 제
치고 호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아시아 시장의 중요
성은 이미 인지되었지만, 1970년대를 거치며 동남아시장이 확대되고
지역협력체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인 정책의 변화로 나타난 것은 1980
년대 노동당 정부 집권부터라 할 수 있다. 1983년부터 13년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표방한 대(對)아시아 정책은 다소 급진적이라 평가 될
만큼이었는데, 아시아 관여 정책을 새로운 외교 노선의 기조로 삼아

57) Ravenhill, 1998.
58) 1983-1991 호주 총리.
59) 1991-1996 호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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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활성화와 지역 다자 협력체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서구적 문화유산과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를 통해 호주를 아시아에 재배치(relocate)시키는 국가 정체성
의 방향 전환(re-orientation)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지역과 역사 사이
에서 역사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선택하던 수십 년간의 외교 노선의
총체적인 재구성을 의미했다.60)
분명한 것은 호크와 키팅 정부 모두 ‘호주는 아시아 국가’라
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 역시 지속
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 국가
들과의 무역 관계 형성을 넘어 지역 다자 협력의 형성 혹은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티모르 사태와 같은 국제 문제에서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는 등
‘호주를 아시아에 재배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젠다(comprehensive
agenda to relocate Australia to Asia)’의 노력을 보였다.61) 보다
구체적인 실천은 APEC 형성 과정을 통해 나타난 적극적인 태도와 캄
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의 관여,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점에 대한
호주의 오랜 침묵과 지지라 할 수 있다.62)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환은 대내외적 환영을 받지 못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친근감 표현과 지역 협력을 위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
던 서양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지우지 못하였으며,63) 나아가 호
60) Higgott and Nossal, 1997; Capling, 2008.
61) Capling, 2008, p. 605.
62)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실현과 그 기저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은 호크
총리 집권 말기 보다 명확하게 개념화 되는데, 1991년 5월 호크는 연설 중 ‘서구
의 유산이 호주의 국가정체성을 대표하였던 과거와 달리 ‘유럽의 유산은 언제까지
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고, 동양
의 문화 역시 국가 유산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참조: Robert
Hawke, "Australia's Security in Asia," Speech at The Asia-Australia
Institut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y
24
1991.
http://pmtranscripts.dpmc.gov.au/sites/default/files/original/00008300.pdf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63) Hogue, 2000,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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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들은 호주의 ‘아시아화(Asianisation)’에 대한 우려 및 불만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64) 10여 년간 이어진 이러한 정책 변환의 문제
는 첫째로 정체성 변화의 노력과 지역에서의 외교적 성과 사이의 상
관관계가 불명확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내교(內校)에서의 실패, 즉 국
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저널리스트 포어와디(Nova Poerwadi)는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인들
이 서양인들에게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을 과소평가한다’고 말하
였는데,65) 이는 식민지배의 경험을 안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호주의 지속적인 관심 표현을 ‘간섭’으로 인지하거나 접근의 의도를
의심하고,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해도 단순한 ‘호기심’에 그쳤던 당시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66)
이민 및 무역 등의 분야에서 비유럽 국가들을 차별하는 정책
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지
역 내 호주는 여전히 낯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서양 국가로 인식되
었다. 비록 APEC이 출범하고 인도네시아와 안보 협력을 체결하였으
나,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고 인도네시아와는 여
전히 가깝지만 낯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수년간 이어진 정체
성과 정책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
선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나아가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가 서유럽 출신의 이민자이거나
스스로의 뿌리를 유럽에서 찾는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의 ‘아시아로의
방향 전환(re-orientation of Australia towards Asia)’은 많은 이들
에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강제적인 정체성 변화로 인지되었으
며,67) 많은 호주 국민들은 노동당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선이 지나
치게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염려를 느끼며, 일부는 아시아와의 무

64) Rawdon Dalrymple, "Perspectives on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6,"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1, No. 2 (1997), p. 245.
65) Hogue, 2000, pg. 147.
66) Capling, 2008; Hogue, 2000.
67) Capling, 2008, p.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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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류에 관해서도 반대를 표현하였다.68) 이를 인지한 키팅 정부는
호크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우리의 유산, 신념, 민주주의 등을 해
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수준에서’ 아시아 관여 정책을 실천할 것
이라고 표현하며 외교 노선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요청했다.69)

2) 1996년 하워드 연합 정부의 등장과 대외노선 변환
뒤늦게 아시아 관여 정책의 색채를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
고 노동당 키팅 정부는 199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다소 급진적인 표
현과 전략으로 대내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노동당의 실패를
기회로 삼은 자유-국민 연합당 하워드는 ‘아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
지만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국익을 위해 중요’하며, ‘지리와
역사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총선의 대승을 이끌
었다.70)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아시아와의

관여

(engagement)는 하워드 정부에게도 시대적인 과제이자 목표였다. 일
본에 이어 중국 시장의 확장이 호주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
으며, 1996년 하워드 정부 수립 직후 최인접 강대국인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금융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나아
68) Ian McAllister and John Ravenhill, "Australian Attitudes towards Closer
Engagement with Asia," The Pacific Review, Vol. 11, No. 1 (1998), pp.
119-141; Graeme Cheeseman and Ian McAllister, "Australian opin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ecurity link with the United States," The
Pacific Review, Vol. 9, No. 2 (1996), pp. 265-274.
69) Paul Keating,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he New Asia,” Speech
at
Asia
Society,
New
York,
September
15
1993.
http://pmtranscripts.dpmc.gov.au/sites/default/files/original/00008968.pdf
(검색일:2015년 11월 1일)
70) Dalrymple, 1997; John Howard, Interview with Michael Maher - AM
Programme,
September
18
1998.
http://pmtranscripts.dpmc.gov.au/sites/default/files/original/00010108.pdf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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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보 영역에 있어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계속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기 원하였으나 미국은 탈냉전기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철수하고 코소보 사태 이후 국제적 분쟁과 더불어 아태지역
안보 문제에의 직접적 개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71)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 대외정책 변환의 한계를 인지한
하워드 정부는 노동당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시하지 않았던 서구적 정
체성을 오히려 명시하는 전략을 보이기 시작했다. ‘친미 전략’과 더불
어 ‘호주는 서구 국가’임을 명시한 것은 역사와 지역 사이에서의 딜레
마를 오히려 ‘특별한 성격(special characteristics)’으로 규정하여 호
주만의 독특한 위치잡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역사와 지역 간의 상호
작용에 기반 한 호주만의 독특한 강점(Australia draws unique
strength from the interaction of its history and geography)’72)
을 내세웠던 이러한 전략에는 - 1997년 외교백서에서 살펴볼 수 있
듯 - 아태지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priority)로 유지하되 아메리카와
유럽 등 다른 지역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외교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행위자로 발돋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73) 즉
아시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유일한 목표이거나 단일한 선택지는 아
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노동당 정부의 대외정책과 가장 차별화를 보였던 지점은 지역
다자주의에 관한 태도였는데, 일례로 APEC 형성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던 노동당 정부와는 달리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하 EAS)의 가입에는 오히려 여러 조건을 따지며 결정을 미루는 모
습을 보였다. EAS 가입을 위해 체결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ASEAN’s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이 미국과의 동
맹 관계 약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그와 더불어
E. Henke, The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Market
Coalition Building in Pursuit of Peace (Ph.D. Dissertation, Princeton

71) Marina

University, 2012), pp. 1-253.
72)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p. 99.
7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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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삼간다’는 조약의 내용이 국
제 문제에의 개입을 통한 지역적·국제적 영향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하워드 정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74) 스스로를 현
실주의자(realist)로 이름하며 다자 기구의 추진보다 ‘국익’75)의 추구
를 명시하던 하워드 총리와 알렉산더 다우너(Alexander Downer) 외
무부 장관은 다자주의보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관계에 힘
을 쏟았는데, 특별히 다소 느슨해진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보다 단단
히 하며 서구적 전통과 유산의 회복을 꾀하였다.76)

2. 태평양 지역의 구조적 공백과 호주의 역할
1) 1991-2005년 미국-인도네시아 군사 협력 단절의 함의
동남아국가들의 공산화에 대한 우려로 군사력의 배치나 동맹
국가로의 지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냉전 시기와 다르게 탈냉
전 시기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철수하였고,
아태지역의 안보 문제에 있어 직접적 개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
다.77) 미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탈냉전기를 통해 보여 온 미국의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 질서 구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구
상의 구체적인 사례가 1990년대 인도네시아와의 군사·안보 분야의 관
계 악화, 나아가서는 단절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지속 및 확대되어온 무역·경제 분야에서의 교
74) Michael Richardson, “Australia-Southeast Asia relations and the East
Asian Summit,”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9, No.
3 (2005), pp. 351-365.
75) III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하워드 정부가 상정하는 ‘국익’의 범위는 국
가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영향력
확장을 포함하였다
76)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77) Henk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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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달리 미국-인도네시아 간 군사 및 안보 협력관계는 1991년 들
어 급격하게 경색된다. 미국 내에서 1991년 딜리(Dili) 학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군사 안보 협력에 제재가 가해졌고 이에 2005년 11
월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안보 관련 협력 - 미국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보이는 무기 판매, 합동 군사 훈련, 해양 훈련 등과 같은 행
위 - 이 금지되었다.78)
비록 인도네시아인들이 서구 국가와 서양인들에 대해 깊은 불
신을 지우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른 여러 국가
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왔지만, 글로벌 패권으로 여겨지는 미
국과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다.79) 또
한 인도네시아가 ASEAN의 리더로 여겨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미
국-인도네시아 간의 관계 단절은 ASEAN 전반과 미국의 안보 협력
관계의 부재 혹은 상당한 부족을 의미하였고 이는 곧 중국 부상에 대
한 우려와도 연결되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도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필요를 표현했다.80)
미국에게도 인도네시아는 무역뿐 아니라 인구 규모와 민주화
문제, 나아가 사실상 ASEAN의 리더였기에 중요한 의미의 국가였
다.81) 이렇듯 서로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
선에는 여러 장애가 존재하였는데, 1994년 미국 국내적으로는 코소보
사태로 인한 국내외의 반발과 함께 PDD25 법안이 통과되어 타국으로
의 군사력 행사가 더욱 힘들어졌고,82) 1999년 동티모르 독립 투표 직
78) John B. Haseman and Eduardo Lachica, The US-Indonesia Security
Relationship: The Next Steps, (Washington: United States-Indonesia
Society, 2009), p. ix.
79) Haseman and Lachica, 2009.
80)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Australia's Defenc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quiry Report,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onwealth of Australia, May 2006), p. 72.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
esentatives_committees?url=jfadt/reports.htm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81) Haseman and Lachica, 2009.
82) 1994년 5월 통과된 PDD25법안으로 인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지원에는 보다 엄격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조: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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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 나타난 친(親)인도네시아 민병대의 약탈과 살인 행위가 인도네
시아 군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는
더욱 더 축소되었다.83)
10여 년간 이어진 양자협력의 부재와 그 기간 중 일어난 동
티모르 사태 및 인도양 쓰나미 등과 같은 사건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나아가서는 미국과 ASEAN 사이의 ‘다리(bridge)’의 역할을 맡아줄
행위자의 부재와 필요를 의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자국 사이
에 호주가 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싱가포르 역시 같
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수석 각료 고촉통(Goh Chok Tong)은 호주
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호주의 친미 노선이 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협하며 호주의 친미노선이 호주의 지역적 고립을 지속시킨
다’는 일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고 이와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다수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진행 중인 것을 강조했다.84) 미국은 보
다 구체적으로 중개자 호주의 역할을 기대하였는데, 호주 국회합동상
임위원회와의 대화에서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호주가 아태지역에
서 지역의 이웃들과 형성한 양자관계는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한계’를 느
끼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과정과 군대의 근대화 등의 이슈에
서 호주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표현하였다.85)
호주 국회합동상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시
아와의 직접적 상호작용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느꼈던 사건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이는 1999년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과 2004년
인도양 쓰나미였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이 사건들에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Washington D.C., 1999),
p. 19.
83) Sheldon W. Simon, “US - Southeast Asia Relations: Military Relations
Restored with Indonesia, while US Passes on the First East Asia
Summit,” CSIS Comparative Connections, Vol. 7, No. 4 (2005).
84)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72.
85)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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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호주 역할에 대한 기대
를 표현하였다.86) 즉, 인도네시아와 미국 – 넓게는 ASEAN과 미국 –
간 관계의 빈틈이라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복합 정체성을 기반으로
두 국가 모두와 지속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해오던 호주가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 및 요청 받게 된 것이다.

2) 지역의 구조적 변화와 하위 설계자 역할의 호주
물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서양인들에 대한 불신과 호
주에 대한 불만을 한 순간에 잊고 호주 정부의 대외정책 변환과 보다
강력한 친미 노선의 추구를 반기게 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후
반에는 호주 국내에서조차 하워드 정부의 외교 노선 전환에 대한 우
려가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호주 및 서구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워드 정부가
지역 다자주의보다 양자 관계를 선호하고, 동시에 호주의 문화적, 제
도적 정체성을 ‘서양 국가(a Western country)’로 규정하는 등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반(反)호주 감정을 악화시켜 지역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던 것이다.87)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하워드 정부 집권 동안 호주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급성장을 기록했고, 호주로
유입되는 유학생의 수와 더불어 호주 기업의 지역 진출 역시 활발해
졌다.88) 2000년대 초중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와의 관계는 그 어
86)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89.
87) Douglas Webber,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3 (2001), pp. 339-372; Richard Leaver,
"Introduction: Australia, East Timor and Indonesia,"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1 (2001), pp. 1-14;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88) Richard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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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보다 ‘좋은 모양’으로 평가되었으며, EAS로의 가입 역시 하워드
정부의 성과로 인식된다.89)
이러한 성과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먼저 1980년대 후반-1990
년대 초반 아태지역 국가들이 지역 다자 협력체에 대해 가졌던 열의
와 환상이 사그라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지역
및 국제 협력 다자주의에 대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던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과 달리 1990년대 중후반 APEC의 실망스러운 성과
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및 안보
이익 실현을 위해 양자 관계, 상호 협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다. 즉,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하워드 정부가 집권 직후 호주
외교의 4대 주요 관계를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지역 다자 협력에 참여할 것과
‘아시아가 우선순위이지만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90)라는 표명을 분명
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1990년대 중후반 호주의 대외 노선 변환
이 지역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91)
또한 ASEAN의 주요 세력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내부
변화 역시 동남아시아의 호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앞
서 논했던 것처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가깝지만 낯선 관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1960년대 후
반부터 30여 년간 인권 유린, 내정 간섭, 무역 문제 등의 다양한 이
슈를 둘러싸고 반목이 계속되었다.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파병 당시에
도 말레이시아는 호주의 파병 주도를 내정 간섭으로 표현하며 다국적
군 참여를 갑작스럽게 철회하였다. ASEAN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조

89) Capling, 2008.
90)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Alexander Downer,
“Indonesia, East Timor and Australia: New Challenges, Enduring
Interests,” Speech to the National Press Club, March 31 1999.
http://foreignminister.gov.au/speeches/1999/990331_new_challenges.html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91) Michael Wesley, The Howard Paradox: Australian Diplomacy in Asia
1996–2000, (Sydney: ABC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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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제시하며 다국적군으로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호주였지만 말레이
시아와의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말레이시아의 설득은
UN에 의해 태국에게 맡겨지기도 했다.92)
그러나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
구하고 지역에서의, 그리고 미국과 ASEAN 사이에서 호주가 기대 받
았던 중개의 역할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워드 정부는 이러한 기회
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였다. 하워드 총리의 연설과 외교
백서 등에서 명시되듯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중국 및 일본과 함께 ‘호
주 외교의 4대 주요 관계’로 인지되었으며,93) 하워드 정부는 대외정
책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지는 두 국가의 관계 단절과 미국의 군사력
후퇴 등을 지역적 영향력 확대와 중개 역할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
다.94)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협력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단
절된 것에 반해 호주는 1995년에 인도네시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후술하겠지만 1990년대 주요 이슈였던
동티모르 문제 등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히 호주는 UN과 미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독립 세력 등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동티모르 사태 발발 이전이자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인도네시아 주권 인정)를 최선으로 여겼던
1999년 초, 외무부 장관 다우너는 동티모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

92) James Cotton, East Timor, Australia and Regional Order: Intervention
and its Aftermath in Southeast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9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Downer, March 31
1999.
94) Gary Smith, “Perspectives on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8,”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2. (1999) pp.
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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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학살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바’이며 사실이더
라도 ‘인도네시아 정부군의 공식적인 행동이 아닌 몇몇 군인들의 개
인적인 행동’이라는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
지하는 태도를 보였다.95)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는 달리 인터뷰 사흘
전 누출 된 호주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호주 정부는 리
퀴샤(Liquica) 학살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으
며, 미국 측이 밀리샤의 잔혹 행위에 대한 정보전달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96)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혹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비단 미국이
라는 국가와의 양자관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설계하는 세계 질서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동조를 뜻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동맹국들과 호주가 차별되는 지점은 미
국에 의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국가들을 포함하는 아태지역 안
보 문제에 있어 지역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대 초중반 그에 맞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실천해왔다는 사실일 것
이다.97)
특별히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사태에서 보인 주도적 역할
과 2000년대 초반 태평양 제도 취약 국가들로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적극적인 공백 채우기의 면모
를 보였으나, 분명한 사실은 호주는 세계 질서 혹은 아태지역 안보
질서 전반을 구상하는 설계자의 역할이 아닌 ‘강대국의 표준 플랫폼
위에서 세계질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틈새의 프로그램을 메우는’ 하위
설계자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다.98) 인도적 개입과 평화유지
95) Alexander Downer, Interview with Glen Milne on Channel Seven Face to
Face
Program,
April
11
1999.
http://members.pcug.org.au/~wildwood/01julselective.htm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96) Fernandes, 2008.
97) Henke, 2012.
98) 김상배, 2014b,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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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영역에서 파키스탄, 캄보디아, 코소보, 이라크 등으로의 파병
을 주도한 미국을 세계 안보 질서의 설계자로 본다면,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분쟁 해결 -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피지 등 목전 지역의 분
쟁 - 에서 주력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는 이
러한 호주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최초로 파병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보인 사례였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호주가 파병을 주도하거나 일종의 하위 설
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때로 미국의 제안과 요청을 거절하는 등
상당한 자주성을 가지면서도 미국의 참여 혹은 동의를 필수적으로 여
긴다는 사실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호주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이 단
순히 호주라는 ‘행위자’의 네트워크 전략과 능력뿐 아니라, 미국을 비
롯한 다양한 국가·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구조’
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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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티모르 문제의 구조적 변화와
파병 주도의 공백
1999년 9월 20일 동티모르 내 유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파병
된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결성과 파병 과정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 이후 국제사회
의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동티모르의 독립 운동과 인도네
시아의 인권 탄압이라는 이슈가 20여 년 만에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
였다는 점과 더불어, 다국적군의 주도가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 해결
에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던 미국이나 UN이 아닌 호주에 의한 것이
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특히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형성과 태평양 제도 지역으로의 불간섭주의 정책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 20여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
지해 왔음을 고려할 때에 ‘다국적군 주도’로의 변환에는 분명 간단히
설명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동티모르 문제 해결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구조’가
1990년대 후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이에 평화유지활동 주도의 역
할이 공백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백
이 호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용이한 지점이었음을 드러내며 호주
의 성공적인 다국적군 주도 과정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 조건을 설명
하고자 한다.

1. 동티모르 문제의 전환과 비국가행위자들의 대응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
의는 인도네시아 정권에 대한 서구 및 아시아 국가들의 암묵적 지지
로 인해 20여 년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지배국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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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포르투갈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이 인도
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합병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현하기도 하였지
만, 미국과 호주, ASEAN, 중국 등 다수의 국가행위자들은 인도네시
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 내정불간섭원칙의 수호, 사회주의 세력 확장
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동티모르 자결권에 대한 UN 총회의 결의
안을 가결시키는 등 묵시적인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의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국가행위자들의 태도와는 별개로 동티모르인들의 독립
운동은 계속되었고, 여타 비국가행위자들 – 특별히 인권단체를 비롯
한 여러 NGO들, 그리고 언론 - 역시 다양한 루트를 통한 문제 제기
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이들은 주로
UN에의 청원과 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의 활
동을 보였으며, 지리적 근접성과 동티모르 이민 공동체의 활성화로
인해 호주에 기반을 둔 시민 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998년 7월
UN

탈식민지화

Australian Coalition for East Timor는

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에 호주 방문 티모르인들의 98-99%가 독립을 지지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99) Australia East Timor
Association은 1999년 6월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의 폭력 및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함과 동시에 1999년 9월로 예정된 동티모르 주
민 투표를 위해 동티모르 내 주둔하고 있는 UN의 인력 부족과 일부
인력의 비무장상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100) 여타 인권
99) UN General Assembly, “Special Decolonization Committee Continues to
Hear Speakers on East Timor,” Press Release, July 2 1998.
http://www.un.org/press/en/1998/19980702.gaco2985.html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100) UN General Assembly, “Decolonization Committee is Told Spirit of
Reform in Indonesia Should Lead to Fresh Look at Situation of East
Timor,”
Press
Release,
June
23
1999.
http://www.un.org/press/en/1998/19980702.gaco2985.html (검색일: 2015
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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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언론 역시 1991년 산타크루즈 학살, 1995년 리퀴샤 학살
등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국가행위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CNRM101)과 조제 하무스 호르타(Jose Ramos Horta)를 중심
으로 한 동티모르의 독립 운동 세력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군
사작전을 통한 독립 쟁취에서 외교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의
성격과 방법에 있어 큰 변화를 시도했다.102) 군사작전이 인도네시아
군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1982년 이후부터는 UN총회에서 동티
모르 독립이 의제화조차 되지 못한 것이 변화의 이유였다. 국제적 관
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국의 인권단체와 연대운동을 조직하여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동티모르의 민족지도자들이 타국의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하거나 국제사회의 장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한 것
이다.103)
일부 학자들은 동티모르의 독립에 이러한 평화적 투쟁 수단이
결정적인 요인이자 성과로 작용하였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주요 근
거로는 1991년 벨로 주교(Bishop Belo)와 호르타의 노벨평화상 수상,
1997년 샤나나 구스망(Xanana Gusmao)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회동 등이 동티모르 독립 세력의 외교적 승리이자 국제
사회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104) 실제로 호르
101) Conselho Nacional da Resistência Maubere (National Council of the
Maubere Resistance), 좌익성향의 FRETILIN을 모체로 삼은 독립 운동 세력이자
동티모르의 정당.
102) 1975년 포르투갈 정부가 공식적으로 식민통치를 포기한 직후부터 동티모르 내
에서는 독립의 방법과 독립 이후 국가 운영 등을 놓고 크게 3개의 정치세력이 대
립하기
시작했다.
티모르대중민주협회(APODETI:
Associacao
Popular
Democratica Timorense)는 인도네시아와의 합병을, 티모르민주동맹(UDT:
Uniao Democratica Timorense)은 포르투갈과의 연방을,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
(FRETILIN: Ferente Revolucionaria de Timor Leste Independente)은 즉각적
인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동티모르 원주인들은 FRETILIN에 대해 가장 큰 지지를
보였으나, 서구 국가들은 FRETILIN의 급진적 사회주의 성향을 우려하기도 하였
다. 참조: 양승윤, 2009. pp. 170-171.
103) 조용환, "동티모르 인권상황과 독립운동의 전망," 사상, 통권 제31호 (1996년
12월), p. 326.

- 43 -

타 중심의 비폭력 독립 운동 세력과 이들의 외교 활동, 나아가 이들
과 연대 활동을 보인 각국의 인권 단체들의 존재감이 1990년대 들어
국제사회 전반에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동티모르 독립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외교력을 통한 비폭력 독립 운동 전략은 분명 탈
냉전과 비국가행위자들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정 부분 환기시킬 수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수
하르토 정부와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행위자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
어 내기에는 불충분했다. 나아가 이러한 외교를 통한 독립 운동이 가
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이는 미국에
서 운동가들의 로비가 일정부분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재정 원조 차단
법안이 제안되고, 호주 사회 내에서는 동티모르로의 개입이 호주 언
론과 NGO 등을 통해 인권과 정의의 구현을 위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시기였다. 동티모르 임시정부인사들은 호주언론의 지원을 받아 투쟁
을 계속하게 되고 동조세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105)
후술하겠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국가 행위자들의 입장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20여 년간 인도네시아의 인권 유린 행위
에 대하여 침묵 혹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정부를 옹호하던 태도를 보
이기도 했던 호주와 미국, 그리고 국가 행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던 UN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1990년대 후
반 동티모르 독립 문제와 동티모르 문제 해결에 종전과는 다른 태도
로 개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
부 정치·경제적 변화의 여파에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
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가속화와 더불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30 년간 장기 집권하던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몰락하였고,106) 나아가

104) 김한식, "국제사회 새 쟁점으로서의 도덕성: 동티모르 독립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47권 1호 (2004년 6월), p. 160; 양승윤, 2009, p. 175; 조용환, 1996,
p. 326.
105) Fernandes, 2004.
106) 1967년 3월부터 집권한 수하르토는 1998년 5월 21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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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주요 원조 공여국들 및 IMF 등과 같은 국
제기구의 영향력 투사가 용이해진 것이다.107)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국내적 변화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UN
과 NGO, 언론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차
원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의
국내 상황의 변화는 국제사회 수준에서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인도
네시아 정부의 입지를 약하게 하는 등 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국제사회 전반의 동요를 일
으키고 사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는 1999년 9월
동티모르 주민 투표 직후동티모르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친(親)인도네
시아 민병대 밀리샤(Militia)의 약탈 및 살인 행위였다. 인도네시아 군
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밀리샤가 주민 투표의 결과(78.5%가
독립에 찬성)에 불복하여 동티모르 전역에서 학살 및 방화를 자행하
였고 이에 약 1,500 여 명이 학살되고 300,000만 명에 이르는 난민
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러한 밀리샤의 폭력적 행위에 의해 민간인들
뿐 아니라 주민 투표 총괄과 감시 임무를 맡은 UNAMET108)의 관련
자들까지 포위되고 결국 UNAMET가 호주로 철수하는 등 상황이 급
격한 전환을 맞이하자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된 논의가 급속한 진전
을 보이게 되었다.109)
사태 수습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받았던 행위자
는 단연 UN이었다. 그러나 UN은 평화유지군 파병이라는 즉각적인
이슈에서는 물론,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문제 전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별히 UN은 인도네시아군의 명백한 인권 유
린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위자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았
다.110) 1975년 포르투갈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을 비판
107) James Cotton, "Against the grain: the East Timor intervention,"
Survival, Vol. 43, No. 1 (Spring 2001), p. 132.
108)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
109) 김열수, 2003,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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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UN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요청하였을 당시 미국과 호주 등이 이
를 반대하였고 이에 UN은 포르투갈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111) 동티
모르인의 자결권과 인도네시아군의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은
미국과 호주는 물론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외면으로 인해 1982년
이후부터 총회의 논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판의
주된 근거였다.112)
또 다른 비판은 1999년 8월 30일 주민 투표 직후 벌어진 동티
모르 사태에 대한 UN의 비효율적인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동티
모르에 주둔해 있던 UNAMET는 이미 부여받은 선거 지원의 임무 이
외에는 수행할 수 없었음은 물론 UNAMET의 관계자 일부가 밀리샤
의 공격에 포위되는 등 투표 직후 발생한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했다. 상황의 긴박성과는 달리 평화유지군의 파병은 안전보장이
사회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었고, 이에 UN 주도의 평화유지군보다 빠른 시일 내에 파병이
가능한 다국적군의 파병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분명 UN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태생적 특성 – 혹은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티모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UN은 동티모르 사태 발발 이전에도 조제 하무스 호르타와 같은 동티
모르 민족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연설과 탄원
등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이었으며,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주요 기구로 자리했다. 나아가 1976년부터 7년 간 매 년 총회에서 동
티모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상정하였으며, 1975년 12월 22일과
110) BBC News, “7th October 1999. Malaysia Seeks Timor Command,”
September 9 1999.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477372.stm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111) UN General Assembly, “East Timor Petitioners Plead for
Self-Determination, Others Advocate Integration with Indonesia,” Press
Release,
July
1
1998.
http://www.un.org/press/en/1998/19980701.gaco2983.html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112) 양승윤, 2009,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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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4월 22일 그리고 1981년 11월 24일 등에 걸쳐 안보리 결의
안을 통해 민족자결의 원칙과 독립의 권리, 인도네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다.113) 그러나 7년간의 총회 결의에서 국가행위자들
의 찬성표가 점차 감소하였음은 물론, 1990년대 후반에는 코소보 사
태에서 나타난 UN의 역할과 비교되며 사태 해결에 대한 UN의 의지
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었다.114)
요컨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동티모
르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 경제적 혼란과 이
의 여파, 나아가 1999년 동티모르 사태의 발발로 인해 1990년 후반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인하
여 비국가행위자들이 속한 구조적 환경이 달라지고 이에 그들의 역할
과 영향력이 새로운 모습을 띠기도 하였다. 특별히 시민단체와 국제
기구, 동티모르 독립 운동 세력 등에게 이러한 구조적 변환은 새로운
방법과 영향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국
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동티모르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국제사
회 전반으로부터 높은 수위의 비판과 압력을 받게 되었지만, 이러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활동이 동티모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1999년 9월 1,500여 명의 사망자와 300,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만들어 낸 동티모르 사태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을
필요로 했고, 군대의 조직과 파병 주도의 역할은 비국가행위자들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으로 남았다.

113) 김한식, 2004, p. 160.
114) BBC News, September 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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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유지활동 논의와 미국의 역할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또 다른 주요 행위자는 단연
미국이었다. 동티모르인들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
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력으로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할 수 없
었고, UN 역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평화유
지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온 미국은 동티모르 문제에 있
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탈냉전기 미국의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 질서 구상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공
산화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보였던 냉전 시기와는 다
르게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철수하였으며, 지역의 안
보 문제에 있어 타국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 잦아졌
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미온적 자세는 당시 직면해있던 외교 이슈
와 시기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한 것이었다. 미국은 - 호주와는 달리
-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관계와 직접 소통이 단절에 가까운 상태였으
며,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진 영향력을 인지하
고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형성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었던 것인
데, 이와 더불어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제도적 제약
또한 존재하였다.115) 실제로 동티모르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무렵, 호주 정부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 및 제안하
였고,116) 당시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은 존 하워드 호주
총리에게 코소보 사태로 인한 국내외의 비판을 언급하며 ‘더 이상은

115) 1994년 5월 통과된 PDD25법안으로 인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지원에는 보다 엄격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조: The White House,
1999, p. 19.
116) Henke, 2012,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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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표현을 통해 자국의 부담과 제약을 표현하였다.117)
탈냉전기 미국의 새로운 구상이 호주의 외교 노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대하고 강한 친구’
에게 의존한 국가 안보 실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며 아시아라는
가깝지만 낯선 이웃과 직접적으로 마주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의 외교
는 크게 두 가지 노선의 복합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대의 동맹국이
미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지역 문제에 있어 미국의 존
재감을 기대함과 동시에, 자국의 능력(capability) 향상과 아시아 국가
들과의 새로운 우호 관계 형성을 꾀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 등 다양
한 영역에서 나름의 자주성을 추구하게 되었다.118)
그렇다면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는 단순히 미국의 거
절로 인한 호주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수동적 선택이었던 것일까? 혹
은 미국의 요청 혹은 요구에 의해 호주가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 역할
을 하게 되었는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비록 호주 정부가 주도국의
역할을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였으며 미국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러한 사실은 호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
며, 나아가 미국 역시 주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이후 다양
한 방법으로 다국적군 구성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호주 정부는
이미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바탕으로 사태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행위자였으며, 이미 파병에 대비하여 상당한
군사력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호주 정부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파병이 가
능한 상태로 준비시키는 등 주체적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예컨대 1999년 2월 호주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of Cabinet)와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외교적 실행계
획(diplomatic action-plan)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17) Henke, 2012, p. 163.
118) Department of Defen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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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방부 장관 존 무어(John Moore)는 2군에게 28일간의 작전준
비태세 명령을 내렸다([표 1] 참조). 나아가 동티모르 주민 투표 직후
동티모르 내부의 위기상황이 고조되자 호주 정부는 자국의 군사력을
급격하게 증강시켰고, 이에 호주 북부 지역 다윈(Darwin)으로부터 동
티모르로의 파병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119)
또한 호주는 파병의 주도뿐 아니라 참여조차 꺼리는 미국의 태
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참여를 촉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워드 총리
는 상당한 수위의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는데, ‘미국은 주요한 전투에
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호주에게 파병을 요청하였고 호주는 기꺼이
응하였다. 그러나 지금 호주는 버림받았고 이는 ANZUS120)

동맹의

위반이다’라는 표현으로 클린턴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121)
이후 미국의 태도 역시 변화를 보여 다국적군 파병에 참여하게 되었
는데, 병력의 절대적 크기는 270명으로 크지 않았지만 기술적 지원
및 외교력을 통해 타국들의 다국적군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도국으로
서의 호주에 힘을 실어주었다. 예컨대 클린턴 대통령은 동티모르 다
국적군 내 호주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호주를 ‘신뢰’한다는 발언을 통해 호주를 주도국으로 인정하고 지지하
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122)
더불어 미국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다국적군 파병
에 반대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를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 인
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지원을 보였다. 예컨대 미
국은 IMF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 4억 5천만 불
의 추가 지원과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중단 포함 - 을 철회하도록 하

119) Allan Ryan, “Primary Responsibilities and Primary Risks: Australian
Defence Forc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Force East Timor,” Land
Warfare Studies Centre Study Paper, No. 304 (2000), pp. 35-36.
120) ANZUS(The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태평
양안전보장조약)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3국의 공동 방위체로 1951년 체결되었
다.
121) Henke, 2012, p. 164.
122) Henke, 2012,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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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IBRD 역시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59억 달러의 국제차관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123) 또한
다국적군 주도국 호주를 ‘신뢰’하며 ‘인도네시아는 안보의 회복을 위
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는 클린턴 미
국 대통령의 발언은 호주 주도를 반대하고 ASEAN의 주도를 추진하
려던 말레이시아의 사기를 꺾고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124) 실제로 많
은 ASEAN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다국적
군 파병에 동참을 꺼려했던 것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
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였다.125)
나아가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를 ‘미국의 허락’에 의한 수동적
결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동티모르 문제 전반에서
호주 정부가 실천한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그에 따른 위치 권력에 있
다. 태평양 제도 지역 곳곳 공관과 더불어 동티모르에는 영사를 주둔
시킨 호주는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정보 확보에 있어서 세계의 안보
파수꾼으로 이름 되는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앞서 언급
된 미국 정부의 정보 전달 요청과 더불어 다국적군 내 호주의 역할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신뢰 표명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하겠
다.126) 또한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독립과 관련하여 목전지역의 불안
정을 우려하여 ‘현상 유지’를 최선으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에
반대하던 시기, 미국 정부가 밀리샤의 잔혹 행위에 대한 정보전달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고,127)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 스탠리 로스
(Stanley Roth)가 동티모르로의 평화유지군 개입을 제안하자 강한 반
대를 표현하였으며, 이에 당시 평화유지군 개입에 대한 논의에 진전
을 보이지 못했다.128)
123)
124)
125)
126)
127)
128)

김열수, 2003, p. 88.
Henke, 2012, p. 166.
Henke, 2012.
동티모르 영사 주둔에 관하여서는 Downer, March 31 1999 참조.
Fernandes, 2008, p. 91.
Fernandes, 2008, p. 89.

- 51 -

요컨대 호주 정부는 20여 년간 UN과 미국, 인도네시아, 동티모
르 독립 운동 세력, 태평양 제도 국가들 등 동티모르 문제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즉 호주는 동티모르 사태의 발발 이전부터
일찌감치 관련 행위자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시도했고, 이렇게 형
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행위자들 간의 균열을
채우는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호주는 네트워
크 상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여 상당한 정보력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동티모르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차단
시키기도 하는 등 타행위자들과의 ‘관계'에 기반 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동티모르 다국적군 구성과 ASEAN의 역할
호주 정부는 동티모르 문제 전반과 특별히 1999년 동티모르 사
태 및 다국적군 파병의 이슈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큰 영향력
을 끼치는 주요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자국의 적극적인 개입
과 파병 주도에 대해 호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가 갖는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책임은 인도주의적 가
치 추구보다는 태평양 제도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군
사력 등 내적 속성에 기반 한 것으로 설명되었다.129) 실제로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1971년

창설

된

남태평양포럼(South

Pacific

Forum)130)의 리더 격으로 추앙되었으며, 이 지역 도서 국가들의 이
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 등 지역의 ‘헤게모니’라는 이
미지를 가질 만큼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131)
129) Howard, August 13 2004; Cotton, 2003, p. 37.
130) 2000년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131) Rosaleen Smyth, Nii-K Plange and Neil Burdess, “Big Brother?
Australia’s Image in the South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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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워드 정부는 ‘특별한 책임’과 더불어 ‘국익’의 개념을 통
해 국내적으로 파병과 파병 주도의 정당성을 찾았다. 예컨대 당시 국
방부 부장관을 역임한 휴 화이트(Hugh White)는 평화유지군의 파병
이 불가피해진다면 호주 정부가 주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32) 하워드 정부가 상정하는 ‘국익’
의 범위는 국가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때로는 지역에서
의 확장된 영향력을 포함하기도 했다. 예컨대 다우너 외교부 장관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국익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으며,133) 하
워드 총리는 파병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할 때에 ‘안보와 지역의 안정,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익으로 상정했다.134)
호주 정부의 이러한 설명들을 바탕으로 피치 등 현실주의적 시
각을 가진 학자들은 호주의 파병 주도를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경
제력을 바탕을 통해 더 큰 이익과 영향력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설명
한다.135)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동티모르 독립 문제 전
반과 동티모르 사태 해결 과정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
이자 사례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분명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 결정에는 호주 정부의 면밀한 사태
파악과 지역에서의 세력 강화 및 안보·경제적 이익 확보 등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티모르 사태 해결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만들어 낸 네트워크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의 성격이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와 다국적군 구성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앞서 논했던 바와 같이 미국과 UN의 지지를 얻은 호
International Affairs, Vol. 51, No. 1 (1997), pp. 37-51; Eric Shibuya,
“The Problems and potentials of the Pacific Islands Forum,” in Jim Rolfe
(ed.), The Asia-Pacific: A Region in Transition (Honolulu: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04), pp. 102-115.
132) White, 2008.
133) Downer, March 31 1999.
134) House of Representatives, Parliamentary debates: Official Hansard
(Commonwealth of Australia, September 21 1999), pp. 10025-10030.
135) Piets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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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파병 주도에 보다 유리할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몇 ASEAN 회원국들과는 파병 및 파병 주도의 이슈를 두고 대립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관계의 성격은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물론 타국
들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호주 정부는 동티모르 사태 발발 직후부터 미국과 UN,
동티모르 독립 세력 등 주요 행위자들과 파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
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국적군 파병에 동의하기 전까지 파병 주
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표 1] 참조). 특별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병 반대는 단순히 호주-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악화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ASEAN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같은 예
민한 문제로 인해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들 대부분이
파병을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시아는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를 비난하며 ASEAN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의 구성과 파병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호주의
주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대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무하마드(Mahathir Mohamad) 독재정
권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판 등으로 크게 악화된 후 회복되지 못한
양국의 관계가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에 제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
다.136)
말레이시아 등 파병 주도를 원했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
고 주도국으로서 여러 ASEAN 회원국들을 포함 23 개국의 참여를 이
끌어낸

호주의 역량 역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내적 속성보다

네트워크에 기반 한 능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ASEAN 차원
에서는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가 타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동원
시키는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호주에 비해 의지 표명이
늦었을 뿐 아니라 동티모르 독립 운동 세력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136) 호주와 말레이시아 관계에 관해서는 John Funston, “Australia-Malaysia
Relations: A Maturing Partnership,” in Zaniah Marshallsay (ed.),
Australia-Malaysia Relations: New Roads Ahead (Clayton: Monash Asia
Institute, 1996), pp. 90-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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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137)
호주 정부가 비록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는 못하
였지만 ASEAN 회원국들의 다국적군 참여를 목적으로 행해졌던
ASEAN 대상의 네트워킹 전략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크게 우려한 ASEAN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호주 공군 중장 덕 라이딩(Doug Riding)이 ASEAN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와 동시에 각국의 요
구 사항을 들으며 타협점을 찾아갔다.138) 이에 ASEAN의 주요 회원
국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는 공식 석상에서 ‘인도적 구호 임무
(humanitarian-relief task)’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병에 동참
하게 되었다.139)
또한 인도네시아의 동의 역시 파병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
적인 요소였는데,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미국과 유지해 온 긴밀한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발휘를 시도했다. 다국적군 파병에 있
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이었지만, 호주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당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IMF 등을 통한 경고와 더불어 클린턴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 등으로 인도네시아를 압박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140)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아닌 호주를
주도국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하여 침묵을 지켜온 말레이시아와는
다르게 호주 정부는 UN의 파병 승인이 있기 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및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 소통은 물론, 외무부 장관 다우너가 동티모
르인들의 민족 지도자인 주교 벨로와 호르타, 독립 동티모르의 초대
137)
138)
139)
140)

Ryan,
방문의
Ryan,
Ryan,

2000, p. 51
구체적 내용은 본 논문의 V장 참조.
2000, p. 40.
2000, p. 40; 김열수, 2003,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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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구스망을 만나는 등 동티모르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41) 또한 1998년 동티모르 지
도자들을 대상으로 독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태 파악과 예측에 주도적인 면모를 보여 왔으며, 호주에 대한 국제
사회 전반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142)
이러한 노력의 결과의 성과로서 독립 운동을 이끌던 동티모르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ASEAN의 주도
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은 물론,143) 적극적이고 직접
적이었던 호주 정부의 조기 접촉에 있어 독립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
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구스망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144)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6일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
난(Kofi Annan)은 하워드 총리에게 다국적군 주도 역할을 공식적으
로 제안하였고, 미국과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 역시 지지 의사를 표
명하였다.

141) Downer, March 31 1999.
142) Alison May McPhail, John Howard’s Leadership of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6 to 2004: East Timor and the War against Iraq (Ph.D.
Dissertation, Griffith University, 2007), pp. 1-269.
143) The Jakarta Post, “Belo rejects plan to replace Australia as Interfet
leader,”
October
19
1999.
http://www.thejakartapost.com/news/1999/10/19/belo-rejects-plan-replac
e-australia-interfet-leader.html (검색일: 2014년 11월 1일)
144) Downer, March 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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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호주 국내 정치적 변환의 과정과 결과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을 두고 이러한 대외적 논의가 진행될
당시, 호주 국내에서도 호주의 역할과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담론이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로의 파병과 다국적군 주도의 문제는 - 재정적 부담과
사상자 발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 여야 간의 대략적 합의뿐 아니
라 국민적 지지 또한 얻은 이슈였다는 것이다.145) 또한 1975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호주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 인
정’의 입장 역시 초당파적 합의에 기반 하였으며, 그 20여 년간 동티
모르 독립의 문제는 국회는 물론 호주 국내 전반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이슈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분명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에서 ‘다국적군 파병 주도’로의 극
적인 전환은 III장에서 밝힌 대외적 요인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으
며 본 장의 목적 역시 앞서 논한 글로벌 수준의 동학이 갖는 함의를
부인하는 것에 있지 않다.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의 독립과 호주 정부의 파병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일부 단체의 사회적 운동을 넘어 국민적 지지의 수준으로 확장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호주 국내의 동학의 기저에는 야
당 일부 세력의 차별화 전략이 있었고, 이러한 시도는 - 비록 파병
결정과 다국적군 구성은 철저히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 20여 년간 이어진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이라는
초당파적 합의에 균열을 일으킨 첫 사례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연구 질문의 후반부인 ‘어
떻게 다국적군 파병을 주도하였는가?’에서 파생된 다음과 같은 질문
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다국적군 파병 및 주도의 결정에 있
어 호주 국내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정치 및 사회의 대립의
145) Smith, 2005; McDoug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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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는 어떠하였는가? 또한 대립의 해소 혹은 합의 과정은 어떠하였
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시도로써 본 장에서는 국가 행위자
내부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보이기 위하여 ‘이익(interests), 제도
(institutions), 관념(ideas)’ 등 세 변수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주목하
고자 한다.

1. 초당파적 외교 정책의 균열
1970년대 이후 오랜 기간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동티모르 독립 문제가 국내 정치 수준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대 후반 야당 일부 세력의 시도였다. 1997년 하워드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의 대변인 브레러턴(Laurie Brereton)은
총선을 앞두고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의 학살과 각종 인권 유
린 행위를 고발하며 이와 동시에 호주 정부의 오랜 방관을 비판함은
물론, 하워드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동티모
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
데, ‘인권외교’와 ‘민족자결권’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며 이를 플
랫폼 삼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환을 추구해야함을 주장했다.
브레러턴 세력의 이러한 시도는 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켜 동조 세력이 점차 확장되었으며, 나아가 브레러턴 세력은
1998년 9월 ‘인권외교’를 대외정책의 새로운 근간으로 삼을 것을 제
안하였는데,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이 이러한 제안의 핵심이었다.146)
이러한 시도가 갖는 함의는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이라는 초당파적 정책에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만들어낸 첫 사례
였다는 것이 있으며, 이후에도 ‘민족자결권’은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146) Laurie Brereton, “Acting on Principle: Labor’s Human Rights
Diplomacy,”
News
Release,
September
15
1999.
http://www.capmon.com/intranet/election98/electpol/alp/p0915030.pdf (검
색일: 2014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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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호주 정부와 여당 역시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
-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동요 등
– 을 경험하며 동티모르 문제를 기존과 같은 태도로 대응할 수 없다
는 결론에 이르렸고 새로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였다.147) 그러나 하워드 정부와 여당 측은 브레러턴의 인권외교라
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거부함과 동시에 ‘국익’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티모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하였다. 예컨대 다우너 장관
은 브레러턴의 새로운 관념을 거부하며 그간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
정해 온 노동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의도가 총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148) 기존의 현실주의적 시각을 유지하여 ‘국익
실현’에 기반 한 호주 군의 파병을 주창하였다.149) 나아가 하워드 총
리는 호주의 국익을 ‘안보와 지역의 안정,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로 상정하면서 ‘국가에게 영원한 친구란 없고 영원한 이익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영국 정치가 팔머스톤(Lord Palmerston)의 발언을 인용
하여 파병의 목적과 배경을 분명히 했다.150) 다시 말해 앞서 설명되
었던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여당과 야당 모두 궁극적
으로는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군사력의 개입을 통한 동티모
르 독립의 지지에 동의하였지만, 군대의 성격과 역할에 있어 ‘인권외
교’와 ‘민족자결권’의 관념을 앞세운 야당과 달리 여당은 ‘국익의 실
147)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East Timor: Final
Report of the Senate Foreign Affairs (Commonwealth of Australia,
December
2000).
http://www.aph.gov.au/~/media/wopapub/senate/committee/fadt_ctte/co
mpleted_inquiries/1999_02/east_timor/report/report_pdf.ashx
(검색일:
2015년 1월 3일)
148) East Timor and Indonesia Network, “Major East Timor Policy Shift On
Eve
Of
General
Election,”
September
29
1998.
http://etan.org/et/1998/september/sep22-30/29major.htm (검색일: 2014년
8월 6일)
149) 외무부 장관 다우너는 국익의 범위 설정에 있어 경제적 이익 또한 포함됨을 명
시적으로 나타낸다(Downer, March 31 1999 참조).
150) House of Representatives, September 21 1999, p. 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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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파병 결정과 다국적군의 구성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야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
적이었으며, 브레러턴의 움직임 역시 야당 내부의 분열로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호주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계기
로 동티모르 내에서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태평양 제도 지
역에서의 리더십을 확장시킨 것은 브레러턴 세력이 제시하였던 ‘인권
외교’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과 임
무 수행의 내용은 정부와 여당 측의 구상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러턴 세력의 새로운 관념 제시와 잇따
른 개혁 시도가 갖는 함의는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묘
한 온도 차이를 파악한 야당 일부 세력이 20여 년간 국내 정치의 쟁
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이끌어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한 첫 사례라는 것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1999년 9월
12일에 실시된 여론 조사의 결과가 나타내듯 국민들은 ‘국익’뿐 아니
라 ‘인도주의적 필요’라는 이유에 기반 하여 동티모르로의 파병을 지
지하였는데,151) 이는 새로운 관념 제시에 기반 한 브레러턴 세력의
도전이 부분적 성공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다.152)

2. 동티모르 독립 지지 활동의 확산과 한계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문제 해결을 둘러싼 호주 내 담론에는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나타나는데, 눈에 띠는 행위자로는 앞서 언급 된 야당 브레러
턴 세력과 이와 대립각을 보인 정부·여당 세력은 물론, 당 내 주도권
151) McDougall, 2002, p. 601.
152) 이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티모르로의 파병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77%에 달하고
(Smith 2005, p. 18), 이들의 지지 배경으로는 ‘국익’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필요’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McDoug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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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기 위해 여당과 뜻을 함께한 야당의 케빈 러드(Kevin Rudd) 세
력, 오랜 기간 동티모르의 독립과 인권 수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한 인권 단체, 종교 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호주 내에서 활동하는 인권 단체, 가톨릭 교회, 동티모르
이민공동체 등은 정부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행
위자였다.153) 이들은 동티모르의 독립과 동티모르 주민들의 인권 수
호 등으로 상정되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975년부터 지속된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 및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라
는 호주의 초당파적 외교 노선을 바꾸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들이
국민적 지지 혹은 정치적 로비의 성과를 얻지 못한 원인은 다양하겠
지만,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하워드 정부 이전에는 동티모르 문
제가 호주 국내 정치의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선거 공약에 있어 조세정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대외정책의 특성, 나아가 브레러턴이 민족자결권의 관념을 제
시하기 이전까지 초당파적 합의가 견고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언론의 역할과 야당 세력의 움직임,
누출된 정보기관의 자료 등을 통해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국내외적으로 동티모르 내 인권 유린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의 입장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1999년 초, 브레러턴
은 학살 등 인권 유린의 책임이 일련의 사건들을 묵인하거나 숨겨온
호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민족자결권과 인권 등을 강조하
며 국내외 시민 단체들의 지지 속에서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제안하기
에 이른다.154) 브레러턴은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특별히 무장 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시민단체가 산타크루즈 학살 동영상 등을 입수하고

153) McDougall, 2002, p. 601.
154) Brereton, September 15 1999; Alexander Downer, “Brereton Claims
Disgusting,”
Media
Release,
April
23
1999.
http://www.foreignminister.gov.au/releases/1999/fa040_99.html
(검색일:
201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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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후반), 누출된 정보기관의 자료 등을 통해 호주 정부가 인도
네시아의 학살 행위를 알면서 묵인해왔던 상황들이 밝혀지는(1999년
초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적 배경과 맞물리면서 브레러턴
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고, 이는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 권
한을 가진 다우너 장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155)
이러한 브레러턴 세력의 부상에 제동으로 작동한 것은 노동당
내부의 분열과 이를 활용한 여당의 전략이었다. 민족자결권과 인권외
교의 제시가 노동당 내부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급진적인 브레러턴의 구상에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상
황이었다. 당시 여당 측은 이러한 노동당 내 분열을 활용하였던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당 소속 케빈 러드 의원을 통해 노동당 내 브
레러턴 반대 세력을 집결시키고 브레러턴이 제안한 동티모르 문제 해
결 방법에 반대하는 등 분열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156) 이는
당시 평의원(backbencher)이었던 러드에게 있어 당내 영향력 확보
및 확대의 기회가 되었으며, 나아가 러드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고 독자적 방문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당내 대표의 만류
로 실제 방문은 무산되었지만, 이는 일련의 국내 담론 경쟁에 초국적
네트워크 역시 동원되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인도네
시아 정부가 러드를 초대한 한편 브레러턴의 방문 요청은 거절하고,
나아가 러드가 이러한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은 브레러턴의 외교 노선
에 대한 러드 세력의 확고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는 계기이자 당내 분
열의 심화를 나타내는 계기로 보여진다.1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 및 평화집행을 목적으로 한 다국
적군이 결국은 파병되었고, 민족자결권에 의거하여 동티모르인들이
155) Fernandes, 2008, p. 90.
156) The Australian, “Alexander Downer accuses Kevin Rudd of Labor
betrayal,”
July
31
2010.
http://www.theaustralian.com.au/national-affairs/alexander-downer-accu
ses-kevin-rudd-of-labor-betrayal/story-fn59niix-1225899504122?nk=dc4cd
3752ff3c610af61dcf9623e5d3e (검색일: 2014년 7월 6일)
157) Fernandes, 2008,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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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독립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브레러턴 세력의 승리를 나
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티
모르로의 파병과 호주의 파병 주도는 정부와 여당의 현실주의적 목표
가 부각된 전략의 면모가 보다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후술하겠
지만 기존 제도에 따라 ‘파병’의 결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절
대적이며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개입이 극히 제한적임은 물론, 나아
가 정부는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배경을 설명할 때에 브레러턴이 제
기한 ‘인권외교’등의 개념 대신 하워드 총리와 다우너 장관 등 여당
세력이 주장한 ‘국익’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호주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야당 및 특정
이익 단체의 압력 등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파악하
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단정 짓는 것에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로부터
‘동티모르 독립 지지’로의 급격한 정책적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 이전
에는 부재에 가까웠던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의 활동과 담론이 활발하
게 형성되고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도네시아 정부 지
지라는 수십 년 간의 초당파적 합의에 균열을 만들고 나아가 동티모
르 문제를 정치·사회적 화두로 이끌어 낸 브레러턴 세력의 부분적 성
과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3. 국민적 파병 지지와 부분적 성과
브레러턴은 1997년 동티모르 ‘민족자결권’이라는 관념의 제시를
시작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며 정부와 외무부 장관, 여당의
행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민족
자결권, 인권 수호와 같은 개념은 이후에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서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브레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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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노동당 내부는 물론, 호주 국내 정치와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결정적인 정책적 변화와 실행에 있어서 야당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예컨대 하워드 총리는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야당의 임시 국회 소집 요청을 거절하였으며(1999년 9월 12일),
사흘 후인 9월 15일 공식적으로 다국적군의 주도를 일방적으로 발표
하고, 다국적군은 국회의 동의 없이 9월 20일 동티모르로 파병되었다
([표 1] 참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에 형성 및 작동되고 있던 관습
(convention)과 관례(practice)라는 제도의 영향이 컸다.158) 호주 헌
법은

군사적

명령의

권한이

영국

여왕의

대리인인

총독

(Governor-General)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지만, 관습적으로 총독의
역할은 조언과 충고를 건네는 것에 그치며, 실제로는 정부(the
executive government)의 결정에 국방부가 따르는 형태이며, 나아
가 국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것이 관례이
다.159) 즉, 정부의 이익 관철과 결정권을 극대화시키는데 유리하게 형
성되어있던 기존 제도가 야당에게는 제약으로 작동하여 동티모르 다
국적군 파병에 관한 논의에 있어 야당은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야당 브레러턴 세력의 성과
는, 구체적 실천 사항을 포함한 인권외교의 개념과 더불어 평화유지
군 파병의 주창과 같은 제안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제도적 변화를
도출해냈다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그는 평화유지군을 통한 국제사회
의 개입을 주창하고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제도의 형성을 제안한 최초의 국내 유력 정치인으로 꼽히는
158) 본 연구에서는 관습의 개념을 확장시켜 문화, 관습, 규범, 전통 등까지 제도로
인정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을 원용한다
(Thelen and Steinmo, 1992; Leander, 2000).
159)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Waging war:
Parlia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London: The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2006),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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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60) 동티모르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유지군 파병, 인권외교의 실천
으로서 국제적 모니터링(international monitoring presence)의 설
립, 아태지역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re)
설립, 동티모르 특사 파견, 인권 대사 임명, 인권에 기반 한 대외원조
시스템 개발 등의 제도적 변화를 제안하였다.161) 이 중 특사 파견과
평화유지군(후에는 다국적군)이 현실화 되었으며, 인권 센터의 설립은
부재하였으나 파병 직후부터 다국적군이 65개의 NGO와 직·간접적 관
계를 맺으며 원조의 분배,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 동티모르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등 동티모르 문
제 해결을 위한 호주 정부의 대책들이 브레러턴이 제안한 그것과 상
당 부분 유사한 모습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162)
또한 브레러턴이 창설을 주창하였던 제도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하지만, 다국적군의 운영을 위해 새롭게 도입 된
제도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999년 9월 7일 설립된
국방부 산하의 ‘East Timor Policy Unit’로서, 국방부를 위한 정치,
군사적

안내와

정책

지지의

업무를

담당했다.163)

두

번째는

‘INTERFET Branch’으로 역시 국방부 산하의 부처로 파병 군대의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구성을 맡게 되었다.164)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립된 부처인 ‘East Timor Crisis Centre’는 다국적군 관련
정책과 정보를 책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았다.165)
이렇듯 새롭게 형성된 제도는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관
련 행위자들의 이익과 정체성 등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예컨대 새롭
160)
161)
162)
163)

Fernandes, 2008.
Brereton, September 15 1998.
Ryan, 2000, p. 108.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Management of Australian Defence
Force Deployments to East Timor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
0
0
2
)
http://www.anao.gov.au/uploads/documents/2001-02_Audit_Report_38.pdf
(검색일: 2015년11월 2일).
164) Henke, 2012.
165)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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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립된 부처들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소속이라는 사실은 타국으
로의 개입(intervention)이 필연적으로 안보와 경제 등 타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특
성은 동티모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호주 정부가 태
평양 지역에서 실행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 영향
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 초에 실행된 솔로몬제도
등으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도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총괄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개발협력 정
책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북유럽의 개발협력 정책 등과는 상이한 호주
개발협력의 특성을 의미한다.166)

166) 북유럽의 개발협력 모델에 관해서는 이숙종 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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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1999년의 주요 사건167)
일시

사건
인도네시아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 대통령,

1월 29일

동티모르 주민 투표 시행에 동의
국가안전 보장 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2월 9일

of Cabinet)와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외교적 실행계획(diplomatic action-plan) 필요에 합의
국방부 장관 존 무어(John Moore),

3월 11일

2군에게 28일간의 작전준비태세 명령

8월 30일

동티모르 주민 투표 실시

9월 4일

투표결과 공개: 78.5% 독립 지지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

9월 6일

하워드 총리에게 주도국 역할 제안

9월 12일

하비비 대통령 국제사회의 개입에 동의

9월 12일

호주 여론 조사 결과 발표: 77% 동티모르로의 파병 지지

9월 12일

야당의 임시 국회 소집 요청, 하워드 총리 거절

9월 14일

공군 중장 덕 라이딩(Doug Riding),

-18일

동남아 국가들 방문, 파병 참여 요청

9월 14일
9월 15일

코피 아난 사무총장,
다국적군 주도 역할 요청 공식 편지 전달168)
UN 안보리 결의 1264호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
동티모르 다국적군 창설 승인

9월 15일

하워드 총리, 다국적군에의 호주 개입 공식 발표

9월 16일

INTERFET 작전 명령 Stabilise 하달

9월 16일

인도네시아, 호주와의 안보협정 일방적 파기

9월 20일

동티모르 다국적군(INTERFET) 공식 파병

167)

본

내용은

Australian

Ryan,

Forces

2000;

McPhail,

Abroad

and

2007;

Nautilus

Australia

About
Timor-Leste.

Institute,

in

http://nautilus.org/publications/books/australian-forces-abroad/east-tim
or/#axzz39i7a94VO (검색일: 2014년 7월 6일) 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168) 이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9월 6일에 먼저 주도국 역할을 제안하였으므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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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파병 주도의 과정과 지역 내 영향력 확장
앞서 III장에서 논해진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국제사회에서
는 동티모르 사태 해결이라는 이슈의 구조가 열리고 특별히 파병 주
도의 역할이 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UN과 미국 등의 지지로 사태
해결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호주가 그 공
백을 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호주가 파병을 주도하게 된
것은 일정 부분 구조의 영향이며 경제력과 군사력 등 속성에도 기반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공적인 파병 주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가행위자의 의지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호주가 어떠한 전략
으로 파병을 주도하였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본 장에
서는 파병 결정 과정과 다국적군 구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번역’의 틀
을 통해 분석하는데, 특별히 국제정치학적인 시각으로 원용된 외교
전략으로써의 번역의 네 단계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 편 모으
기, 표준 세우기)를 분석 틀로 삼고자 한다.169)

1. 국가 행위자들의 입장 파악
호주 정부는 1999년 9월 15일 UN안보리의 다국적군 공식 승인
이 있기 전부터 다양한 행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수
준의 대화의 장에서 국가행위자들의 참여 의지와 이해관계 등을 파악
하였는데, 1999년 9월 APEC과 UN총회를 논의의 장으로 활용한 사
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170) 먼저 APEC은 1999년 9월 11과 12
월 14일 호주 정부로부터 발송된 편지는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했다(Ryan, 2000,
p. 34).
169) 유의할 점은 이러한 번역의 네 단계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순차적이거나 분리되
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중복되거나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
배, 2014b,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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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양일에 걸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는데, 공식 일정에 앞서
하워드

총리는

9월

9일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f

economic and foreign ministers)에서 각국 대표들과의 양자 회담
의 자리를 마련했다.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이 회의에서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과 필리핀,
태국 등은 지지를 표현했다.171) 이로부터 닷새 후인 9월 14일 뉴욕에
서 개최된 UN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UN에서 근무하는 호주인들의 도움으로 다우너 장관은
공식 행사 이외에서도 각국 대표들과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를
촉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17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호주 주도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
은 국가들의 구도가 명확해졌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호주 주도에 대
한 불만으로 불참의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다국적군은 ASEAN 회원
국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파
병 논의의 초반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 구성에 대한 무조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곧 새로운 의사를 표명하며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
갈 등 3개국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 중립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가 행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사례는 네트워크 외
교 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프레임 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상의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의 이
해관계와 관계구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네트워크의 전체적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된다. 나아가 프레임 짜기의 단계는 이러한 네트
170)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Australia’s Involvement in Peacekeeping Operations (Commonwealth of
Australia,
August
2008).
http://www.aph.gov.au/binaries/senate/committee/fadt_ctte/peacekeeping
/report/report.pdf(검색일: 2014년 7월 6일); Henke, 2012; Ryan, 2000.
171) Cotton, 2004.
172) Ryan, 200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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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주도하
고 네트워크를 흐르게 하는 등 자국의 위치와 입지를 부각시킬 수 있
는 적절한 대응이 시작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논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한 국가행위자들의 성명
발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9월 15일 성명 발표를 통해 다
국적군 참여를 밝힘과 동시에 자국이 동티모르 사태 논의 초기에서부
터 호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강조하였다.173) 캐나다 역시
동티모르 사태 해결에 개입을 시도하던 또 다른 국가행위자라 할 수
있는데, 인간안보와 대외정책의 전략적 연계를 표방하던 당시 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동티모르 사태 발발 직후부터 국제사회 여러 논의의
장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캐나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거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
기시키는 것에 있어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나, 9월 8일 자국 UN
대사를 통해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였고 APEC에서 역
시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였다.174) 한국의 경우 APEC에서의 양자회
담을 계기로 호주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군 파병 의사를 피력했다.175) 필리핀과 태국은 인도주
의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이유로 파병 의사를 밝혔다.176)
요컨대 APEC과 UN총회 등을 통해 호주 정부는 자국이 주도하
고자 하는 파병의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국가행위자들이 어떠한 태도
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 – 즉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해 - 는 이후 호주
173) UN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 Authorizes Multinational Force
in
East
Timor,”
Press
Release,
September
15
1999.
http://www.un.org/press/en/1999/19990915.sc6727.doc.html (검색일: 2015
년 11월 2일)
174) Ryan, 2000, p. 58.
175)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8
1&pageFlag= (검색일: 2015년 11월 2일)
176) Ryan, 200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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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국을 설득·회유하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하고 면밀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2.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두 번째 단계인 맺고 끊기는 기존 네트
워크 상에서 수립되어 있던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와 다양한 행위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맺기’의 전략을 적극
적으로 실행하며, ‘끊기’ 역시 부분적으로 감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별히 파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던 1990년대 후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호주 정부의 맺기 전략에 있었으며, 이
런 노력으로 인해 호주는 동티모르 사태와 다국적군 파병에 있어 ‘근
접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 근접 중심성이란 행위자 간
의 거리가 가능한 한 가깝게 하여 최소 단계를 거쳐 많은 행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이다.177)
1990년대 후반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던 기
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동티모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였는데,
1998년 독립에 대하여 동티모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를 비롯, 외무부 장관 다우너가 동티모르 민족 지도자인 구스망 등
을 직접 만나고, 호주 국가개발처(AusAID)가 1999년 3월 동티모르에
직접 방문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178)
특별히 호주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 ‘기존 파병국들(troop
contributing countries)’에 있어서는 하워드 총리가 직접적으로 연

177) 김상배, 2014b.
178) Downer, March 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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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취하는 노력을 보였고,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 있어서는 ‘영국
연방’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피력하며 파병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
다.179) 이렇듯 호주 정부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다국적군 파
병 주도에 힘을 실어 줄 새로운 관계 형성, 즉, 맺기의 전략을 통해
근접 중심성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반면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 끊기
를 감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논해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는 호주 대외정책의 주요한 축이었으며, 이는 상당
한 규모의 원조 금액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180) 그러나 동티
모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더불어
파병 주도를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의 기회로 판단한 호주 정부
에게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지 및 옹호하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후반 호주는 인도네
시아 정부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이 점차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
음을 알리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1998년 주 인도네시아 호주 대사관이 동티
모르 외부에 거주 중인 동티모르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179) Cotton, 2004, pp. 95-96.
180) 호주 외교통상부는 2013-14 예산 집행에 있어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원조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라고 명시하는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파
푸아뉴기니에 이어 호주 정부 원조 제2의 수원국이었으며, 2000-2001년 기준으로
는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에 이어 3위로 나타난다. 참조: Budget,
http://www.budget.gov.au/2000-01/minst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tistical Summary
1999-2000: Australia’s Overseas Aid Program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1)
http://aid.dfat.gov.au/Publications/GreenBook/Documents/green_book_99
00.pdf (검색일: 2014년 6월 23일);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ummary of Australia's Overseas Aid Program 2013-1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3)
http://aid.dfat.gov.au/Publications/Pages/summary-budget-2013-14.aspx#
aidprogram (검색일: 2014년8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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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압도적으로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를 인도네시아 하비비 대통
령에게 전달하였고, 나아가 호주 총리 하워드는 1998년 12월 19일
하비비 대통령에게 동티모르 민족자결권의 인정을 직접적으로 제안하
기도 하였다.181) 이렇듯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나아가 다국적군 주도를 추진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개
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였지만 호주 정부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군 파병 나흘 전인 1999년 9월 16일,
1995년에 체결한 호주-인도네시아 안보 협정을 파기하기에 이른
다.182) 비록 안보 협정의 파기가 호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만, 과거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던 호주가 인도네시
아 대통령에게 직접 동티모르 독립 투표를 제안하고, 다국적군의 주
도국으로 나선 것은 일정 부분 관계의 끊어짐을 감행한 선택으로 보
여 진다.
이러한 맺고 끊기의 전략은 단연 국가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
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UN과 NGO 등 비국가행위자들 역시
다국적군 구성과 임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호주와 직·간접적인 관계
맺기 – 때로는 끊기 – 의 대상이 되었다. 특별히 호주 정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UN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예
컨대 호주 정부는 동티모르 사태 발발 직후는 물론, 1999년 3월 –
즉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부와 국제사회 여론이 보이는 변화의
조짐을 통해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갖기 시작할 무렵
-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UN의 입장 파악하고 파병 시 UN과의 긴밀
한 협조를 약속하기 위해 UN 평화유지활동사무국(UNDPKO)에 육군
장교를 보내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183) 이러한 사전적 조치와 더
181)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East Timor: Final
Report of the Senate Foreign Affairs (Commonwealth of Australia,
December
2000).
http://www.aph.gov.au/~/media/wopapub/senate/committee/fadt_ctte/co
mpleted_inquiries/1999_02/east_timor/report/report_pdf.ashx
(검색일:
2015년 1월 3일)
182)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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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UN 사무총장과 호주 총리 간 직접 논의 등 UN과의 관계 맺기
가 계속되었고, 자연스럽게 1999년 9월 본격적인 파병 논의에서 호주
가 담론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호주 정부에게 있어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는
단순한 국제 분쟁 해결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그 이상의 의미였다. 호
주 정부는 여러 정부 보고서를 통해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계기로 표현하였는데,184) 실
제로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이후 2000년 ‘비케타와 선언(Biketawa
Declaration)’185)과

2003년

‘협조적

간섭

정책(Co-operative

Intervention)’186) 등 제도·정책적으로 개혁적인 변환이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솔로몬제도, 피지, 통가 등 목전 지역 취약 국가의 내
부 분쟁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임무와 그 수행 과정은 이러한
호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국가
건설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부-비정부기관의 협
력과 관계의 성격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하게 여겨졌다. 동티모
르 다국적군의 경우 특별히 구호물자 분배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영
역에서 NGO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다국적군이 동티모르에 주둔하던

183) Henke, 2012, p. 152.
184)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97.
185) 2000년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회원국들이 채택한 비케타와
선언(Biketawa Declaration)은 회원국 내부의 분쟁이나 위협에 있어 호주의 군사
적 개입을 합법화시키고 개입의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호주의 지위와 영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군사력의 개입을
기반으로 국 건설 전반의 개혁을 돕는 호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태평양 지역에
서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V장 참고.
186) 다우너 독트린(Downer Doctrine)으로도 이름되는 ‘협조적 간섭 정책
(Co-operative Intervention)’은 기존의 hands-off(불간섭주의)의 태도에서
hands-on, 즉 태평양 지역으로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정책적 전환이었다. 이
러한 전환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911 사건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과의 동맹관계, 또한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등이 꼽힌다. 참조: Colonel Peter
Brown, Australian Influence in the South Pacific (Department of
Defe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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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티모르

내에는

약

65개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sations)가 활동하고 있었고, 그 중 23개가 UN 기관(UN
agencies)이었는데,187) 호주 정부와 UN 기관 간의 관계 맺기는 비교
적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타 NGO들은 ‘평화유지활
동의 계획 수립과 구상에 있어 크게 소외’188)되는 등 호주 정부와 비
교적 느슨한 관계를 가졌거나 일부 NGO는 호주 정부의 의도적 관계
‘끊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0년 2월 28일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임무가 공식 종
료되고 UNTAET로의 임무 이양이 이루어졌지만, 호주 정부는 2002
년 2월과 5월, 2004년 5월과 2005년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동티모르
내 UN의 활동을 돕기 위한 병력과 경찰력을 지원하였으며, 동티모르
의 국가 재건을 돕는 부분에 있어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UN과의
협력으로 Australia-East Timor Police Development Program과
Law and Justice Development Program 등의 호주-UN 협력 프로
그램을 개발 및 실행했다.189)
반면 UN 기관을 제외한 여타 NGO들과는 공식화되지 않은 느
슨한 관계를, 일부 NGO에 대해서는 ‘끊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다국적군과 NGO 간 협력과 교류는 상당히 부족하였는데, 인도적 지
원의 초기 구상에서 NGO가 배제되었으며, 이후 구호물자 분배와 의
료 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제공에 있어 NGO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
이 인지된 이후에도 다국적군-NGO 간의 공식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90) 다국적군은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NGO에 대한 재정
적 지원과 NGO들 간의 중재 등 다소 산발적인 도움만을 제공하였는
데, 이에 대해 호주의 코스브로그 사령관(General Peter Gosgrove)
은 NGO들의 각기 다른 성격과 목적의식, 일부 NGO가 군부에 대해
187) Ryan, 2000, p. 108.
188) ‘...NGOs remain largely outside the formal structure for conceiving
and planning peacekeeping operations...’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198)
189) Nautilus Institute, 2013.
190) Ryan, 2000,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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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반감 등을 언급하며 그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191) 나아가
호주 정부는 일부 NGO에 대한 ‘끊기’ 전략을 보이기도 하였다.
Forum Tau Matan 등 동티모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몇몇 NGO
에 대한 재정적 지원(해외 원조 지원 계약)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사례
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 중단은 이들 NGO의 공통점은 호주 정
부에 대한 비판 – 특별히 독립동티모르와 호주 사이에서 이루어진 티
모르갭 자원개발권 논의에 대한 비판 – 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있었
다.192)

3. 협업외교의 실천: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외교 전략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 편 모으기’
는 이전 단계들을 통해 파악된 관계들을 수습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연결망의 형성을 넘
어 내 편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이미 관계
가 형성 된 행위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자
원을 활용하게 된다. 호주는 때로 ‘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라는 평가
를 받지만, 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솔로몬제도 지역 지역단(RAMSI) 등
의 사례가 나타내듯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동
류집단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였다. ‘집합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
업외교’는 비강대국, 즉 강대국에 비해 단독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효과적인데,193) 강대국 미국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호주
정부는 파병과 관련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타국들의 참여를 유도해
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는 UN에
의해 다국적군 파병이 승인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직접
191)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198.
192) Pietsch 2010, p. 27; Nautilus Institute, 2013.
193) 김상배, 2014b,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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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 형성을 시도하였는데, 파병 동참을 촉구 및 설득하는 기본
적인 근거는 인도적 개입이었지만, 실제로는 참여 유도를 위해 회유
등의 다양한 방법과 자원이 활용 되었다.
첫 번째로, ASEAN 회원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호주는
다국적군 개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던 ASEAN 회원국들 중 상
당 수를 설득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언급하였듯 개입에
대해 선뜻 동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력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미국은 IMF 등을
통해 금융 위기를 겪고 있던 인도네시아를 압박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주의 요청에 응답하였다.194)
나아가 1999년 9월 14일-18일 호주 공군 중장 덕 라이딩
(Doug Riding)이 ASEAN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요청하였
던 것은 호주의 적극적 태도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ASEAN 회원국의 세부적 요청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에 관해 협상을
시도하는 등 다국적군 구성에 있어 결정적인 성과를 만든 계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필리핀은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의 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라이딩과의 협상을 통해 군사력보다 비교적 덜 예
민한 엔지니어와 의료팀을 중심으로 다국적군의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195)
피지의 설득 과정은 보다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었다. 호주 정부
는 새로운 정권의 불안한 국정 운영과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다국적
군 파병을 꺼려하던 피지 정부에게 ‘군사력을 통한 참여는 피지의 이
익’으로 작용할 것이며 참여에 따른 호주의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
했다.196) 이에 피지는 상당한 규모의 군대을 지원하였고, 이후 호주-

194) Cotton, 2001; Fernandes, 2008; Henke, 2012.
195) Ryan, 2000, p. 53.
196) Ryan, 200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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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간의 관계가 강화되어 2003년 솔로몬제도 지역지원단(RAMSI)에
도 피지는 호주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197)
또한 호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APEC에서 하워드 총리가 직접 각국의 장관들을 설득하였
고, 한국과 필리핀, 태국의 지지 의사를 이끌어 냈다. 특별히 사상자
에 대한 우려가 컸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한국군에게는 인
도적 지원과 현지 주민들의 복구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는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이에 400여명
규모의 한국군 참여라는 결과를 얻어냈다.198) 태국의 경우 인도주의
적 가치를 강조하며 다국적군 구성에 있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
을 지원하였으며, 태국의 자가바트라 소장(Major General Sonkitti
Jaggabattra)이 다국적군의 부사령관(deputy commander)을 맡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표 2] 참조).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군사
및 경제적 동맹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영연방 국가들과도 영연
방의 정체성을 근거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뉴질랜드와 캐나다,
영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지역경제공동체 혹은 영연방이라는 기존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호주는 기존에 우호관계를 형성해온 뉴질랜드, 일본,
영국, 미국을 ‘Group of Friends’라는 이름으로 소집하여 동티모르로
의 개입을 위한 연합 형성을 꾀하였다.199) 이에 군사 파병이 불가능
하여 재정 원조로 지지를 표현한 일본을 제외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은 모두 군대와 무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별히 뉴질랜드는 800명 규
모의 군대를 지원하였으며, 동티모르 다국적군 이후에도 솔로몬제도
와 통가에의 파병에 적극 동참하는 등 이후 호주의 개발협력 프로그
램 실행에 있어서도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또한 호주
정부는 미국의 다국적군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하워드 총

197) Ryan, 2000, p. 57.
198) Cotton, 2004, p. 73.
199) Cotton, 2004,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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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애초 군사력 배치뿐 아니라 다국적군에의 참여 자체를 꺼려했던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거 미국 주도의 파병에 호주가 기
여해왔던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100년 동맹 관계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200) 이러한 호주의 요청에 따라 미국 역시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하였는데, 특별히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타국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외교력을 발휘했다. 일례로 익명의 호주
고위 공무원은 1999년 9월 14일 뉴욕에서 열렸던 UN 총회를 회상하
며 다국적군 참여를 두고 타국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이 직접적
인 도움을 주었음을 언급하였다.201)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세력을 모아 지지 기반을 형성한 호주
주도의 동티모르 다국적군은 1999년 9월 20일 공식 파병되었으며,
군대의 규모와 참여국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 유럽을 비롯,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와 북미, 태평양 제도, 동아시아 지역
의 - 23개국에서 지원을 받아 1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기에 이
르렀다([표 2] 참조).

202)

200) McPhail, 2007, p. 139.
201) Henke 2012, p. 171.
202) INTERFET 참여국은 총 23개국으로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피지, 프
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
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되었다. 참조: The
Australian
Army,
February
29
2012,
http://www.army.gov.au/Our-stories/Operations/East-Timor_Timor-Leste
/Setting-the-scene/Background (검색일: 2015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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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티모르 다국적군 국가별 주요 인력 기여204)
국가

규모

호주

병력 5,500명 (보병대, 공병대 포함)

태국

병력 1,580명 (기동전대, 의무대, 공병대 포함)

요르단

병력 700명

필리핀

병력 600명 (참모 장교, 의무대 포함)

이탈리아

병력 600명

프랑스

병력 500명

한국

병력 419명 (특전사 대대, 의무대, 공병대, 보병대 포함)

영국

병력 270명 (보병대 포함)

미국

병력 270명 (군수지원단, 합동참모 J2 및 J6 포함203))

싱가포르

의무대 254명

뉴질랜드

병력 200명 (보병대 포함)

피지

병력 191명 (보병대 포함)

독일

의무대 100명

케냐

병력 100명 (보병대, 기술군대 포함)

아르헨티나

병력 50명

브라질

헌병 50명

말레이시아

병력 30명 (참모 장교, 통역사 포함)

203) J2: Joint Staff Intelligence, J6: Joint Staff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Computers/Cyber. 참조: Joint Chiefs of Staff,
http://www.jcs.mil/Home.aspx (검색일: 2015년 11월 2일)
204) 본 내용은 Michael J. Butler, International Conflict Management (London:
Routledge, 2009), p. 196; Henke, 2012; Alan Dupont, "ASEAN's response
to the East Timor crisi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0), pp. 163-170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다국적군의
규모는 1999년 9월 20일 공식 파병 이후 계속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표 2]의 내
용은 최대 규모(at peak)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무기 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
을 제외한 인력(군대, 의무대, 기술팀 등) 지원만을 나타내었음. 또한 덴마크, 노르
웨이, 이집트, 모잠비크, 스웨덴 등의 지원은 그 규모가 미미하거나 정확한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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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정책 노선의 변환과 영향력 확장의 성과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마지막 단계인 ‘표준 세우기’는 새롭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일반적 보편성이 부여되는 단계를 뜻하는데, 이
미 형성된 관계들이 튼튼하고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로 유지되고, 특
수한 성공 사례의 샘플을 넘어 네트워크 전체 구도에서 수용되는 표
준의 형성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2000년 태평양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회원국들이 채택한 비케타와 선언
(Biketawa Declaration)의 사례가 표준 세우기의 성공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호주의 지위
와 영향력을 나타냄은 물론 군사력의 개입을 기반으로 하고 국가 건
설 전반의 개혁을 돕는 호주의 평화외교 및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태
평양 지역에서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태평양제도포럼회원국 내부의 분쟁이나 위협에 있어
회원국 간의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시키고 개입의 절차를 간편하게 만
들었는데, 사실상 해당 취약 국가가 내부적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
의 합의(a sufficient degree of consensus)’만 표현하면 언제든 호
주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또한 이 선언문은 ‘회원국 내
부의 위협’을 ‘종족 갈등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굿 거버넌스의 결
여, 토지 분쟁, 문화의 침식 등에 의한 긴장이나 대립’으로 광범위하
게 정의하여 사실상 불안정이라 여겨지는 모든 경우에 - 취약 국가의
요청과 호주의 의지만 있다면 - 군사적 개입과 잇따른 국가 내부적
개혁을 허가한 것이었다.205)
물론 ‘호주의 개입’을 선언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들
대부분이 취약 국가로 이름 되며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었던
공개되지 않았기에 생략하였음.
205) 자세한 내용은 비케타와 선언 전문 참조: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http://www.forumsec.org/resources/uploads/attachments/documents/Bike
tawa%20Declaration,%2028%20October%2020002.pdf (검색일: 2015년 11월 2
일)

- 81 -

것을 고려할 때에 실제적으로 군사적 개입과 국가 건설 전반을 책임
지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한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뿐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별히 호주는 1971년 창설 된 남태평양포
럼(South Pacific Forum)206)의 리더 격으로 추앙되었으며, 회원국들
의 이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호주의 다우너 장
관이 비케타와 선언을 ‘포럼 회원국들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a
milestone in Forum relations)’으로 표현할 만큼 호주 정부가 원했
던 제도적 변화였다.207) 또한 실제로 이 선언문을 근거로 호주는 이
후 2003년 솔로몬제도, 2004년 나우루, 2006년 통가 등 보다 자유롭
고 적극적인 태도로 군사력 개입을 근거로 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는데,208)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에 사실상 이 선언은
호주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209)
따라서 이 선언은 취약 국가의 안정과 안보의 확보를 위한 군
사력과 경찰력의 투입, 더불어 선거 지원 및 민주주의 촉진, 정부 기
관과 관료 교육,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 국가 건설 전반을 총괄하는
호주의 개입과 잇따른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 비록 글로벌 수준은 아
닐지라도 – 태평양 제도 지역의 네트워크 전체에서 수용되는 지속성
있는 표준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를
기점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태평양 제도 포럼의 리더 역할을 맡아온
호주의 지역적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
의 반응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솔로몬제도 지역 지원단(RAMSI)은
솔로몬제도 정부가 3년 가까이 호주의 도움을 요청한 결과였으며, 동
티모르 다국적군에 참여하였던 뉴질랜드와 피지가 RAMSI에 동참하였
고, 프로그램의 실행에 앞서 UN과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 정부
는 호주의 이러한 개입과 영향력 확장에 대해 ‘미국이라는 우방국과
206)
207)
208)
209)

2000년에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Colonel Peter Brown, 2012, p. 10.
Colonel Peter Brown, 2012, p. 10.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Shibuy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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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며 호주 정부가 갖는 ‘지
역에서의 책임’으로 표현했다.210) 이와 동시에 미국은 호주가 아태지
역 국가들과 형성한 양자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특별히 태평양 제
도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아가 자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등의 이슈에서 영향력
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211)
물론 이러한 호주의 확장된 영향력 행사에는 타행위자들의 인
정과 기대뿐 아니라 호주 정부의 의지와 전략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수십 년간 태평양 지역에서 ‘불간섭주의(hands-off)’의 대외정책 기조
를 유지해왔던 호주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를 시작으로 솔로몬제
도와 통가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물론, 2003년에는 이러한 외
교 노선의 변환이 ‘협조적 간섭 정책(Co-operative Intervention)‘이
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다우너

독트린(Downer

Doctrine)’으로도 이름 되는 이 정책은 목전 지역(태평양 제도 지역)
의 문제에 있어 기존의 불간섭주의(hands-off)의 태도에서 벗어나 지
역의 안정과 자국의 안보를 위해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hands-on)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전환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911 사건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한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등이 꼽히지만, 근본적으로 동티모르로
의 성공적 개입으로 인해 호주 정부가 갖게 된 자신감에 기반 했던
것으로 평가 된다.212)
성공적으로 ‘표준 세우기’를 완료하고 ‘번역’의 과정을 수행한
행위자는 세계정치의 ‘게임의 규칙’을 장악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
는데,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태평양 제도 지역에 제한되기에 세계정치 수준의 표준을 세웠
210) Brown, 2012; Alexander Downer, “East Timor - Looking Back on
1999,”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1 (2000),
pp. 5-10.
211)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89.
212) Brow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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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동
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계기로 - 비록 세계 질서 전체를 설계
하는 외교 전략은 아니지만 - 지역 이웃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지역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름의 표준을 확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약하자면 먼저,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의 경험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 태평양 제도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도 개입
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개입이 온전히 호주의 주도와 태평양 지
역 국가들의 참여만으로 완성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에 대한 지역 국
가들과 UN, 미국 등의 주요 행위자들의 환영과 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213)

213) 물론 이러한 적극적 개입으로의 정책적 변환은 호주의 국가 이미지를 일부 훼
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하워드 집권 당시 태평양 제도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호주의 이미지는 때로 부정적으로 - ‘독단적 헤게모니’, ‘인종
차별 국가’ - 인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과거 백호주의정책을 법적으
로 인정하던 인종차별국가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동티모
르 다국적군 이후 하워드 정부의 대(對)태평양 제도 외교 정책과 이에 따른 적극
적 개입의 사례들이 타국들에게 내정간섭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Shibuya, 2004). 그러나 일부의 이러한
이미지 악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립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령 구스망이 호주 정부
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던 사례, 솔로몬제도 등 국가 내부의 극심한 불안정을 겪
던 취약 국가의 정부가 호주의 지원을 요청하며 국가 재건설 전반을 총괄하는 호
주 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도 동의하였던 사례 등은 호주가 지역에서의 표준
세우기에 있어 성공적인 면모를 보였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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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 배경과 방법,
그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문제와
동티모르 사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호주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호
주는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환
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변환의 흐름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기존의 외교 노선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
다. 주요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노력으로 네트워크
상의 관계적 구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던 호주는 네트워크의 구조
적 공백과 파병 주도의 공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파병 주도를 동
티모르 사태 해결 자체뿐 아니라 안보 및 경제적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의 실현, 나아가 지역과 국제사회에서의 세력 확장 등의 기회로
파악하였다.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였던 것은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구조의 역할과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행위자가 펼치는 전략의 상
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동티모르 독립 문제와 동티
모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 또한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UN이나 미국 등 타 행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UN과 미국, 동티모르 민족 지도자들과 같은 행위자들이 호주
의 파병 주도를 기대하고 요청했던 것과 함께 주목해야할 것은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행위자 호주의 의지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정
부분 타행위자들의 기대와 요청으로 파병 주도의 담론이 시작되었지
만 성공적으로 파병 주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20여 개국의 참여를
이끌어 낸 요인에는 호주의 전략이 주요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정부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종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로 동
티모르를 비롯한 관련 행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더욱 다양한 행위자
들과의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등 다국적군 예비 주도국의 면모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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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요컨대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는 호주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음과 동시에 일정 부분 타국들의 기대와 더불어 미국의 암묵
적인 양보 등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구조에서 파생된 다양한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파병 주도 전략의 구체적인 성과는 어떠하였을까? 먼
저, 다국적군 주도는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유지활동 등의 분야에서
호주 정부가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이며 성공적 샘플로 자리 잡았
다.214) 나아가, 호주의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 태평양 제도 포럼 내에서의 리더십 향상, ‘책임감 있는 국
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명성 확보 등 여러 층위의 이익을 얻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215) 특별히 동티모르 내에서는 호주 군대가 ‘가장
믿음직한 경찰 역할’로 인식되고, 나아가 동티모르 정부에게 있어 호
주와의 우호선린관계는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
리 잡게 되었다.216)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공식 임무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동티모르 내 호주 정부의 활동은 계속되었는데, 개입 영역
은 군사력과 경찰력이 동반 된 안보 및 안전의 확보를 포함하여 교
육, 정부 기관 및 관료의 교육,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 국가 건설 전
반을 총괄하는 개발협력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217), 2000년대 들어
서는 동티모르 정부가 국내적 안정과 질서의 확보를 위해 호주 정부
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호주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218)
214)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97.
215) McDougall, 2002.
216) 양승윤 외, 『동티모르 브루나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p.
109-111.
217) Nautilus Institute, 2013.
218) 당시 호주 정부는 UN의 승인과 뉴질랜드의 협력으로 2006년 5월 25일 파병되
어 2013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철수한 호주 주도의 International
Stabilisation Force를 파병하였고 이 군대는 동티모르 내부의 안정과 질서 확보
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조:
Department
of
Defence,
http://www.defence.gov.au/defencenews/stories/2013/jan/0103.htm (검색
일: 2015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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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통해 호주가 얻은 성과와
그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태평양 제도 국가들과
ASEAN 회원국들 중에는 호주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 지나치게 독
단적이고 헤게모니적이라는 – 표현하기도 한다.219) 또한 호주의 다국
적군 주도에 반대하던 목소리도 존재하였는데, 말레이시아는 아태지
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려 한다며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
도에 반대하였으며,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일부 태평양 제도 국가
내부에서는 호주 정부의 영향력 확장이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것에 대
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절대적인 패권
이라 할 수는 없지만 -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통해 얻은 아태지역, 특별히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더불
어 국제사회에서의 명성과 같은 성과는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실제로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계기로 호주 정부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의 개입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신
흥 독립국 동티모르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
력 있는 국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 사례를 네트워크의 시
각으로 분석한 이 논문의 함의는 무엇보다 물질적, 경험적 자원이 강
대국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여 대외정책의 전략 수립과 이의 실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마주하게 되는 비강대국의 실천 전략으로 네트워
크 상에서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
려운 중견국 – 혹은 강대국만큼의 능력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약소국
과는 구별되는 중간적인 위치를 모색하는 국가들 – 이 특정 이슈의
‘구조’와 자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국이 차지할 수 있는
틈새 혹은 공백을 보다 전략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구조적 위치 잡기와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의
219)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Shibuya 2004.
220) 양승윤 외, 2003;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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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은 행위자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중첩되며, 국
제 문제의 진행 혹은 해결 과정이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21세기
국제정치 구조 속의 비강대국 행위자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도 시
사하는 함의가 있다 하겠다. 먼저 대표적인 전통 중견국으로 이름되
는 호주의 경우에도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을 통해서는 그 구체적인
외교 행위와 전략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공할 수 있
다. 네트워크의 시각이 이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의
시각은 내적 속성으로의 환원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행위자들
의 상호작용과 국가행위자의 전략을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보인 모
습은 중간적 수준의 속성보다 ‘중개자’의 ‘위치’와 ‘역할’ 등에 가까운
데, 이는 중견국 외교를 논의함에 있어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이들의
관계망 즉,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중견국 외교의 전략 수립에는 물질적, 행태적 속성
에 대한 고려를 넘어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그들과의 네트
워크 상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가 그 국가의 외교 행위를
제한하거나, 틈새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제공하는 등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동티모르 독립 문제와 동티모르 사태 해결의 과정은 강
대국에 의해 이루어지던 평화유지군 주도가 비강대국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것은 물론, 냉전의 종식으로 큰 변환을
겪은 아태지역의 안보 구조, 안보와 정체성에 관한 호주 외교의 오랜
고민, 목전 지역 내 호주의 역할과 위치,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한 동티모르 민족자결권의 문제 등 다양한 환경
과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네트워크 시각으로 구조, 행위자, 과정의 세
가지 틀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가 속하였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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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호주 내부의 동학, 나아가 구조의 빈틈을 활용한 호주의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을 통해 경제와 안보적 이
익 확보라는 개별적 요소를 통한 설명에 집중하던 기존의 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며, 나아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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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20th 1999, INTERFET was

sent to

restore peace and security in East Timor, and it mobilized
about 11,000 soldiers from 23 countries at its peak. One
interesting and even puzzling dimension of this large scaled
peacekeeping force is that it was organized and led by
Australia – not the United States nor United Nations – which
had not participated in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 such
active

manner.

Moreover,

Australia’s

- 104 -

decision

to

lead

INTERFET meant an anomaly and a sudden ‘U-turn’ from
many of the long-lasting foreign policies.
The reason or motivation behind Australia’s such
decision has been the subject of curiosity and been studied
by many scholars. Yet, earlier studies tend not to pay
attention

to

the

patterns

of

rel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various actors related to East Timor Crisis, but
simply propose one single factor - such as Australia’s
economy and security related interests, pressure from the
public, or pursuit of humanitarian value - to explain the
complexity embedded in the process of the dispatch.
Considering

that

such

anomaly

can

hardly

be

explained by one single factor, this thesis gives an focus on
the interaction of three factors; ‘structure’, ‘actor’, and
‘process’. In order to avoid describing the three factors
separately but to study the interplay of them, this thesis
adopts a few concepts from Network Theory; 1) ‘structural
holes’ and ‘positional power’ from Social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 and interactions of actors involved in
Situation of East Timor, 2) Network Organization Theory’s
particular understanding of network as a ‘governance style’
to

demonstrate

Australia’s

political

divisions

and

social

discourse on Situation of East Timor and the dispatch, 3)
‘translation

strategies’

from

Actor-Network

Theory

to

visualize Australia’s strategy and process of attracting diverse
actors to participate in INTERFET at the global level.
B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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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better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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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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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hanging

atmosphere and configuration of the crisis, was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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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

diverse

eventually

lead

actors

to

participate

INTERFET

in

successfully

the
by

force

and

bridging

a

‘structural hole’ found in the network, and the process of
leading INTERFET can be visualized through the ‘translation
strategies’. Throughout the anlalysis an emphasis is given on
Australia’s ‘position’ and ‘role’ as the significant notions to
understand

why

and

how

Australia

organized

and

led

INTERFET.
It furth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by

claiming

that

Australia’s

long-standing

support

to

Indonesia’s intervention and its rather sudden shift away
from such support can hardly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discourses which give an emphasis on material ‘attribute’ or
the normative ‘behavior’. The thesis suggests that such
analysis focusing on ‘role’, ‘position’, and the implications of
‘structural holes’ may provide greater chances to middle
power states – or those pursuing a greater influe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with limited resources – and their
diplomatic strategies. Such idea is particularly plausible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today’s international politics; the
emergence of diverse actors and issues is likely to bring
about greater possibilities of finding such holes or ni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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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 은

국문초록

1999년 9월 20일 동티모르 내 유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파병된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결성과 파병 과정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 이후 국제사회의 별다른 반
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동티모르의 독립 문제가 20여 년 만에 급격
한 전환을 맞이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다국적군의 주도가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 해결에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던 미국이나 UN이 아닌 호
주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특히 호주 정부가 인도네
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와 태평양 제도 지역 내 불간섭주의 정책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20여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
아 정부를 지지해 왔음을 고려할 때에 ‘다국적군 주도’로의 변환에는
분명 간단히 설명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동티
모르 독립을 통한 호주의 국익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동티모르의 독립을 강하게 지지한 ‘여론’의 역
할을 강조하거나, 전통 중견국 외교의 행태적 특성과 같은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등이 파병 주도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안보·경제적 이익과 국내
여론, 특정 가치 실현 등 개별적 요소가 다국적군 주도로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대외정책과 상반되
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사례가 단일한 목적을 근거로 완
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호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다국적군 파병을
주도하였는지 그 배경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특별히 ‘당시 동티모
르 사태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조적 환경이 파병 주도 역할의 공백
을 제공하였고,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호주가 행위
자들 간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

- i -

이 주요 논지이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한 변수만으로 사례를 설명하
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구조’, ‘행위자’, ‘과정’
등 세 요소 각각의 성질과 이들의 복합으로 인해 호주가 다국적군 파
병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었음을 밝히며, 이러한 요소들의 나열이
아닌 이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
각을 원용할 것이다.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구조를 그려내고 그
안에서 호주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
서 말하는 ‘구조’와 ‘구조적 공백’의 개념을, 호주라는 행위자 내부의
담론과 정책 변화 과정의 동학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이해를 부분적으로 원용하고자 하며, 나아가 호주가 다국적군
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파병까지 이끌었던 과정을 살피는 데에는 행
위자-네트워크 이론 중 ‘번역’의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함의는 무엇보다 물질적, 경험적 자원이 강대국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여 대외정책의 전략 수립과 이의 실천에 있어 상
당한 제약을 마주하게 되는 비강대국의 실천 전략으로 네트워크 상에
서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와 이슈의 다양화로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21
세기 국제정치 구조 속의 중견국 - 혹은 강대국만큼의 능력은 보유하
지 않았지만 약소국과는 구별되는 중간적인 위치를 모색하는 국가 –
에게 특정 이슈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국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보다 전략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함을 보이고
자 한다.

주요어 : 평화유지군, 동티모르 문제, 동티모르 사태, 중견국, 네트워
크 이론, 호주 대외정책
학 번 : 2013-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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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1999년 9월 20일, 동티모르 내 유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동티
모르 다국적군1)(INTERFET)’이 공식 파병되었다.2) 인도네시아 군부의
지원을 받은 동티모르 내 친(親) 인도네시아 세력이 1999년 8월 30일
실시된 동티모르 독립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동티모르 전역에서
학살·방화를 자행, 1,500여 명의 사망자와 300,000만 명에 가까운 난
민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 ‘동티모르 사태’3)의 해결을 위하여 파병된
동티모르 다국적군은 2000년 2월 23일 UNTAET(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로의 임무 인계가 완
료되기까지 약 6개월 간 그 규모를 확장시켜 23개국 11,000여 명의
1) PKF (Peace Keeping Force)로 번역되는 ‘평화유지군’은 통상 UN 주도로 평화유
지활동을 펼치는 군대를 뜻하며, INTERFET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은 동티모르 다국적군, 동티모르 다국적 평화유지군 등으로 번역된다.
UN-PKF와 다국적군의 차이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PKF의 역할은 평화유지
의 활동에 국한되나, 다국적군은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등 평화집행까지 수행한다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NTERFET을 ‘동티
모르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아닌 ‘동티모르 다국적군’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 The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위해 UN은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파병과 호주의 파병 주도를 승인하였는데, ‘평화와 안전 복
구, UNAMET 보호와 지지, 인도적 지원 사업 촉진’의 임무를 가지고 1999년 9월
20일 공식 파병되었으며 군대의 규모와 참여국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3개
국 1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UNTAET로의 임무 이양은 2000
년 2월 28일 완료되었다. 자료 출처: The Australian Army, July 5 2013,
http://www.army.gov.au/Our-work/News-and-media/News-and-media-20
12/News-and-media-December-2012/East-Timor-peacekeeping-mission-t
o-conclude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3) 본 연구는 ‘동티모르 사태(East Timor Crisis)’와 ‘동티모르 문제(Situation of
East Timor)’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동티모르 사태는 1999년 8월 30일 동티모르
주민들의 독립 찬반 투표 직후 벌어진 친(親) 인도네시아 민병대 밀리샤(Militia)에
의한 학살과 인권유린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동티모르 문제는 1975년 인도네시
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을 기점으로 약 20여 년간 계속되어온 동티모르인들의
독립 투쟁과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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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듯 상당한 규모의
평화유지활동이 UN이나 미국이 아닌, 국제 분쟁 해결에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 오지 않았던 호주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상자 발생의 가능성뿐 아니라 UN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PKF)보다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다국적군의 주도 역할을 호주가
맡았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 혹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 것은 크
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1999년 호주의 다국
적군 파병 주도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행보였는데, 이
는 20 여 년간 호주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유지되어 온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권 인정’이라는 외교 노선에 반대되는 결정이었
다. 둘째, 대외 경제 관계의 무게 중심이 점차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
겨지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별히 ASEAN을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호주 외교의 4대 중심 관계’ 중 하나로 여겨졌기에, 양
국 외교 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야기한 호주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변화였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목전 지역인 태
평양 제도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있어 ‘불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해왔
는데, 이러한 점에서 동티모르로의 군사적 개입은 이상 현상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닐 사건이었다.
1975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호주 정
부의 대응은 호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형성
이라는 목표와 태평양 제도 취약 국가에 대한 우려를 명백히 나타내
는 것이었다. 예컨대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과 인
도네시아 주도의 인권 유린 행위에 있어 호주 정부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의 불간섭주의’ 정책과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라는
대외정책 노선에 기반 하여 서구 국가 중 최초로 동티모르에 대한 인
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20여 년간 호주 정부는 – 수차
례에 걸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 동티모르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
아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에 있어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1996년 취
임한 존 하워드 총리(Prime Minister John Howard)4)와 자유-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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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Liberal-National Coalition) 역시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 주도의 인권 유린 행위 사실을 은폐하는 등 이전 정부와 같은
노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9년 9월 15일 하워드 총리는 돌연 동
티모르 다국적군 주도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은 ‘태평양
제도에의 불간섭주의’와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의 기존 정책과 상반
되는 결정임과 동시에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미국 주도의 파병에 부
분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기존의 모습과 비교
하였을 때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요컨대 호주 정부가 다국적군 파병에서의 주도 의지를 보인
것은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입장과 비교할 때
에 아주 큰 변화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호주의 다국적군 파병이 양국
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
나,5)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된 호주의 적극적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비난한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호주와의 안
보협정을 파기하는 등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양국의 우호 관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6) 비록 이 안보협정이 완
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약 5년 후 경제와 안보 분야
를 총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의미의 파트너십이 체결되지만, 호주의
INTERFET의 주도는 인도네시아 주권 침해로 여겨져 대규모 시위운
동과 더불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호주 대사가 총격 피습을 당하는
등 인도네시아 내 반(反)호주 정서가 촉발 및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
다.7)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가 흥미로운 또 한 가지의

4) 존 하워드(John Howard): 자유당 소속이자 보수 성향의 25대 총리로서 1996년 3
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5) Sam Pietsch, “Australian imperialism and East Timor,” Marxist
Interventions, Vol. 2 (2010), pp. 7-38.
6) James Cotton, "The rhetoric of Australia's regional policy," in David W
Lovell (ed.), Asia-Pacific Security: Policy Challeng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3), p. 29.
7) Cotton, 200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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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파병을 주도하고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형
성,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내에서의 리더십 향
상,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명성 확보 등 여러 층
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8) 이
에 본 연구는 ‘호주는 왜 그리고 어떻게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을
주도하였는가’의 질문을 제시하며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가
갖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호주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가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국가
를 단일 행위자로 상정하고 이 행위자가 자기의 이익에 기반 하여 행
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시각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제적 이익을 논하는 연구들은 티모르해 천연자원 개발과 확
보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보다 신흥 독립국
동티모르가 보다 손쉬운 상대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보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9)
동티모르의 독립 지지를 호주의 안보전략 실현의 방편으로 보
는 연구는 문화, 사회적으로 서구 국가인 호주가 전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동티모르를

버퍼존(buffer

8) Derek McDougall, “Australia’s Peacekeeping Role in the Post-Cold War
Er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4, No. 1 (December 2002), pp.
590-608.
9) 박광섭, “동티모르 사태를 둘러싼 UN과 각국의 이해관계,” 사회과학연구, 제19집
(2000) pp. 145-160; Hugh White, “The road to INTERFET: Reflections on
Australian Strategic Decisions Concerning East Timor, December 1998 September 1999,” Security Challenges, Vol. 4, No. 1 (Autumn 2008), pp.
69-87; Piets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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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시각이 등장했던 배경으
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경계했던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 기반 하며,10) 나아가 샘 피치(Sam Pietsch)는
호주의 다국적군 파병 주도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동티모르 정치
및 사회 전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와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적 정책의 실행이라고 규정한다.11)
두 번째 설명은 담론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관념의 등장과 정
체성의 변환에 강조점을 둔 구성주의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NGO와 언론, 정치 엘리트 등 다양한 행위자의 노력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등의 필요를 느끼게 된 여론의
움직임이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적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12) 클린
턴 페르난데스(Clinton Fernandes)는 1997년 ‘민족자결권’과 ‘인권
외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로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한
야당 측 브레러턴(Laurie Brereton) 세력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강
조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동티모르 사태에 있
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 지지’라는 초당파적 지지에 균열을 일으
키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익관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 단체들 역시 보다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1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동티모르 독립을 위
한 파병을 지지하며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주장하였으며,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 등의 여론의 변화에 의해 호주 정부가 기존 입
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전환을 보였다고 설명한다.14)
마지막으로 모린 디(Moreen Dee)와 휴 스미스(Hugh Smith)
10) 김열수,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서방권 국가들의 구성주의적 행위를 중심
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Vol. 19, No. 1 (2003), pp. 65-95.
11) Pietsch, 2010.
12) Clinton Fernandes, “The Road to INTERFET: Bringing the Politics Back
In,” Security Challenges, Vol. 4, No. 3 (Spring 2008), pp. 83-98.
13) Fernandes, 2008.
14) Fernand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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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주장은 자유주의적 시각을 바탕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티모
르 다국적군은 인도주의적 목표에 기반 한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며 호주의 파병 주도 역시 선량한 국제 시민 의식(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 혹은 인도주의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
의 실현을 위한 선택으로 설명된다.15) 특별히 모린 디는 세계 2차 대
전의 경험으로 인해 티모르인들에 대한 마음의 짐(moral debt)16)을
갖고 있었던 호주가 동티모르 내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다
국적군을 구성하고 파병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
명한다.17) 양승윤은 호주 정부가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인도네시아와
의 관계 악화를 감수했던 이유를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호주가 추구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동티모르의 독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호주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서방세계의
일원’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18)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국적군이라는 다자주의적 전
략을 활용하였으며, 파병 주도가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인도주의, 인간 안보 등의 가치에 바탕 한 것이라는 이러한 맥락
의 논의는 중견국 외교의 논의, 특별히 중견국 정의와 범주화에 있어
해당 국가의 외교 행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접근법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과 함께 ‘전통 중견국(traditional middle power)’로 분류되며, 이들
국가들의

특징적

외교

행태는

‘중견국

스타일

15) Moreen Dee, “‘Coalitions of the willing’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Australia’s involvement with INTERFET,”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8, No. 3 (Fall 2001), pp. 1-20; Hugh Smith, “Australia,” in David S.
Sorenson and Pia Christian Wood (eds.), The Politics of Peacekeeping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Frank Cass, 2005), pp. 9-28.
16) 세계 2차 대전 당시 동티모르는 호주 침공을 목표한 일본 제국의 전략적 거점이
되었다. 호주군의 주도로 티모르인들이 게릴라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모린
디가 주장하는 ‘마음의 짐’은 이러한 게릴라 전투로 인한 티모르인들의 희생을 의
미한다.
17) Dee, 2001.
18) 양승윤. "동티모르의 국제관계: 다변화 시도," 아시아연구, Vol. 12, No. 2
(2009),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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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powermanship)’로 설명된다. 이 개념은 국제 분쟁에 있어
‘선량한 국제시민의식(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에 기반 하여
다자주의와 절충적 해결을 선호하며, 이미 형성된 국제 제도의 유지
및 강화에 힘쓰는 외교 행태를 범주화 한 것이다.19) 호주의 경우 캐
나다와 함께 20세기 후반 통상과 환경 분야에서 다자주의 해법을 모
색하고 국제 제도 등을 중시했던 사건들이 주요 사례로 연구되어왔으
며,20) 호주 정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 역시 ‘인도주의적 가치 추
구’와 ‘다자주의’라는 방법적 선택으로 인해 중견국 외교의 행태로 분
석되기도 한다.21)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경제적
이익 추구의 목적은 크게 두 부분에서 설명력이 부족하다. 첫 번째로,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호주 외교의 4대 중심 관계’에 포함되
었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 혹은 단절을 감수할 수 있었는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양국의 관계는 호주의 파병 주도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양국의 관계는 쉽게 정상화되지 않았는
데, 특별히 인도네시아가 호주의 파병 주도에 불만을 품고 파기한 안
19)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20)

Andrew Fenton Cooper, “Like-minded Nations and Contrasting
Diplomatic Styles: Australian and Canadian Approaches to Agricultural
Trad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2 (June 1992),
pp. 349-379; Annette Baker Fox, “The Range of Choice for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Compared,”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 26, No. 2 (August 1980), pp. 193-203; Richard A.
Higgott and Andrew Fenton Cooper,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Australia,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4
(September 1990), pp. 589-632.
21) Charles Hawksley, “Australia’s Aid Diplomacy and the Pacific Islands:
Change and Continuity in Middle Power Foreign Policy,”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21, No. 1 (February 2007), pp. 115-130; Seung
Hyok Lee, "Canada-Korea Middle Power Strategies: Historical Examples
as Clues to Future Success," Submitted for the Korea-Canada Middle
Power Strategy Project, Asia Pacific Foundation for Canada (2014), p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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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협정의 회복은 2000년대 중반에서야 이루어졌다.22) 또한 독립 동
티모르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호주는 UN주
도의 평화유지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다국적군
주도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UN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 파병의 결정을
주도한 것은 호주 정부가 아니었으며, 나아가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
초기, 호주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도를 기대하고 요청하였다. 다시 말
해 호주 정부가 티모르해 천연자원개발이라는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
하여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했다면 - 신흥 독립국 동티모르 내에서
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 UN이나 미국의 평화유지군 주도를
반대하고 보다 공세적인 태도로 UN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의
파병을, 나아가 미국의 주도가 아닌 자국의 주도를 최우선 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를 적당히 비판하고 호주의 손을 들어주
는 미지근한 반응만을 보인 미국의 태도가 오히려 호주의 독자 노선
에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호주 정부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보다 적극
적인 태도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술하겠지만 호주 정부는 당초
미국의 평화유지활동 주도를 원하였으며, 자국의 주도를 결정한 이후
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다국적군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2) 후술하겠지만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 지역에 있어 국가 이미지의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서구 국가의 간섭을 경계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들이 반(反)호주 감정을 가지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
티모르 파병 주도 이후 양국의 안보 관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양국의 외
교 관계 정상화는 2002년 발리 폭탄 테러와 2004년 쓰나미 사건 발생 직후 호주
정부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약속하는 노력과 더불어
2004년 10월 첫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 당선된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이
실용주의(pragmatism)에 기반 한 정책 실현을 위해 호주와의 관계 개선에 상당
한 의지를 보였던 2000년대 중반 들어서야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참조: Ann
Capling, “Twenty years of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The Pacific
Review, Vol. 21, No. 5 (December 2008), pp. 601-622; Cavan Hogue,
“Perspectives on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9,”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0), pp.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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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는 호주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음과 동시에
일정 부분 타국들의 기대와 더불어 미국의 암묵적인 양보 등 구조 차
원에서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동티모르의 독립을 통한 안보 이익의 실현은 일정 부분
설명력을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의 반박이 가능하다. 먼저, 냉전 후
반과 탈냉전기 들어 호주는 아시아의 부상을 위협보다는 기회로 여기
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23) 즉, 버퍼존으로서의 동티모르라
는 개념은 오히려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강제 점령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냈던 1970-80년대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냉전 시기에 강조되었던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버퍼존의 개념은 호주 정부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티모르 독립 지지를 안보 실현
의 이유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시기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즉, 동
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호주 자국의 세력
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주장은 동티모
르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인도네시아의 강제 점령에
대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75년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
려 침묵하였던 호주의 태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더불어 대외정책의 변화에 있어 여론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
다는 주장 역시 설명력이 부족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1990년대 후반
들어 야당 브레러턴 측의 ‘인권 외교’와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등과
같은 새로운 관념 제시로 인해 여론의 환기가 일어나고 NGO와 종교
단체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 내 분열 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여
론 조사 등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호주 국민들이 파병에 찬성한 근거
23)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liminality: relocating Australia in the Asia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2, No. 2 (July 1997), pp. 169-186; Capl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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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익’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필요’에도 기반 하였던 것이 사실이
지만,24) 이는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발현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시위의 규모가 이라크 파
병 반대 시위와 비교했을 때 약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여
론’이라는 요인이 정책 변화에 있어 결정적이지 못하였다는 근거라
할 수 있겠다.25)
나아가 선량한 국제 시민 의식의 추구 혹은 전통 중견국의 중
견국 스타일 등과 같은 개념에 기반 한 설명은 1990년대 중후반 국
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등 국제사회에
서 적극적인 태도로 인도네시아를 지지하였던 20여 년간의 호주의 태
도를 설명할 수 없으며, 나아가 왜 1990년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특정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한다. 더불어 기존
중견국 논의에 따라 호주를 전통 중견국으로 분류하여 그 행태적 특
징에 따라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를 설명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
다. 비록 본 연구의 목적이 중견국을 정의하거나 중견국의 자격 조건
등을 논하는 것에 있지 않지만, 호주의 외교가 주로 ‘중견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 및 분석되어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국적군 주도의
사례가 기존의 ‘중견국 호주의 외교 행태’로는 이해되기 어렵다는 주
장을 위하여 중견국과 관련된 논의를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중견국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크게 국가
의 물질적 능력에 초점을 둔 현실주의적 전통과 국가의 외교 행태를
파악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현실주의적 접근
법은 객관적 통계 수치의 분석을 통해 약소국보다는 강하고 강대국보
다는 약한 능력을 가진 국가들을 중견국으로 구분한다.26) 국가의 영
토 크기, 인구, 물질적 자원, 군사력 등을 수치화하여 개별 국가의 객
24) McDougall, 2002, p. 601.
25) Clinton Fernandes, Reluctant Saviour: Australia, Indonesia and the
independence of East Timor (Melbourne: Scribe Publications, 2004),
p.114.
26)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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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능력과 위치를 분류하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중견국의
구성 요소 중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조하는데, 중견국이라면 마땅히
대외원조와 인도적 지원 등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 규모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력 또한 동반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27) 즉, 자기선언적 범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인식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자원이 바탕 된 설득력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국가의 행태적 속성을 통해 중
견국을 정의한다. 전통 중견국을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분석으로는 앞
서 언급하였던 ‘중견국 스타일(middlepowermanship)’에 의거한 논
의가 대표적인데, 이는 국제 분쟁에 있어 다자주의와 절충적 해결을
선호하고 선량한 국제시민의식(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에 기
반 한 외교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을 중견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28)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 행위자의 속성과 행태에 집
중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중견국의 범주를 그려내거나 중견국의 자격
요건을 논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별히 객관적 수치를 활용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이 갖는 가장 큰 유용성은 시공간에 관계없이
국가들의 능력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지만, 지표와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치화가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수치화가 불가능한 질적 요소
를 다루기에 용이하나, 중견국 ‘행태’의 정의가 주관적이며, 나아가
냉전기와 탈냉전기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선언하였던 호주와 캐나다
등을 연구 사례로 삼고 이들의 외교 행태를 분석하였기에 중견국 일
반론이라 이름 되기 어려움은 물론, 동어반복의 오류라는 비판을 받

27) John Howard,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 A New Paradigm?,”
Speech
At
Asialink-ANU
National
Forum,
August
13
2004
http://asialink.unimelb.edu.au/__data/assets/pdf_file/0017/421622/August
_John_Howard_National_Forum.pdf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28) Cooper, Higgot and Noss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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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29) 중견국의 범주를 대강 그려내거나 중견국의 자격 요건
을 평가할 수는 있으나,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외교 행위에 대한 논
의를 도출할 수 없고, 비슷한 국력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 정책을 펼치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존 논의의 한계라 하겠다.30)
비록 호주의 외교는 전통 중견국 외교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 탈냉전기 자유주의적, 행태론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
으나,31)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행태론적 분석은 동어반복의 오
류를 범할 수 있음은 물론, ‘인도주의적 가치의 추구’라는 전통 중견
국의 특질적 행태는 국익실현과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보다 직접
적인 관심사로 상정한 하워드 정부의 외교 노선을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안보·경제적 이익과 국내 여론, 특정 가치 실현, 중
견국 외교 전략 등 개별적 요소가 다국적군 주도로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대외정책과 상반되는 동티
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사례가 단일한 목적을 근거로 완전히 설
명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중간 수준 이상으로 이
름 되는 호주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다국적군 주도를 가능케 한 부
분이 있지만, 이러한 국가 행위자의 내적 속성은 행위자가 주도 의지
를 갖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티모르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구조와 그 속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다. 요컨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29) 강선주, “중견국 이론화의 이슈와 쟁점,” 국제정치논총, 제66집 1호 (2015), p.
144;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한국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p. 18.
30) 김상배,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이론,” 김상배 편.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
중견국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2014a), pp. 25-26.
31) Higgott and Cooper, 1990; John Ravenhill, “Cycles of Middle Power
Activism: Constraint and Choice in Australian and Canadian Foreign
polici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2, No. 3
(November 1998), pp. 3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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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 행위자, 과정의 변수를 복합적으
로 살피고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 국제사회에서의 명성 확
보 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외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3. 분석틀 및 핵심 주장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자 주요 논지는 당시 동티모르 사태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조적 환경이 파병 주도 역할의 공백을 제공하였
고,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호주가 행위자들 간의 관
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 연
구들이 단일한 변수만으로 사례를 설명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
기적으로 얽혀있는 구조, 행위자, 과정 등 세 요소 각각의 성질과 이
들의 복합으로 인해 호주가 다국적군 파병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
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여러 요소의 나열이 아닌 이들의 유기적인 상
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할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은 핵심 개념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에 따라 여
러 가지 진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구조를 그려내고 그 안에서 호주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와 ‘구조적 공백’의 개
념을, 호주라는 행위자 내부의 담론과 정책 변화 과정의 동학을 그려
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이해를 부분적으로 원용하고자
하며, 나아가 호주가 다국적군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파병까지 이끌
었던 과정을 살피는 데에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중 ‘번역’의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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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로서의 네트워크와 구조적 공백의 개념
먼저, 소셜 네트워크 진영은 노드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집합으
로서의 네트워크를 일종의 ‘구조’로 파악하는데,32) 이들이 상정하는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소
셜 네트워크 진영이 말하는 구조는 - 간략히 표현하자면 - 행위자 간
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이는 신현실주의
시각이 상정하는 세력균형과 세력분포로서의 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또한 지속적인 상호
작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관계적 구도(relational configuration)’를
뜻하고,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행위자 간
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33)
이러한 동태적 구조로서의 네트워크가 갖는 가장 큰 함의는 이
구조와 구조적 속성이 행위자의 전략이나 행동에 있어 정태적인 배경
이나 환경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활동과 역할에 제약
으로 작동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
다.34)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네트워크 상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단절
혹은 느슨한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로날드 버트(Ronald
Burt)에 의해 ‘구조적 공백’으로 표현된다.35) 스테이시 고다드(Stacie
Goddard)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단절, 즉 ‘구조적 공백’을 발견하

32) 여기서 ‘노드’는 개인이거나 조직일 수도 있으며, 지역이나 집단, 혹은 국가 행위
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33)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1, No. 2
(May 2007), pp. 253-271; Daniel Nexon,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34) Stacie E. Goddard,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Vol. 1, No. 2 (July 2009), pp.
249-281.
35) Ronald S. Burt,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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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공적으로 채우는 행위자를 ‘중개자(broker)’라고 정의한다.36) 중
개자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위치 권력’으로 개념화 되는데, 이는 중개
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성을 가진 ‘허브’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여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37)
이러한 개념들을 국제정치로 끌어왔을 때에 구조적 공백이라는
기회 포착과 활용에 가장 유리한 행위자는 강대국일 것이다. 강대국
이 풍부한 자원과 이에 따른 정보력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
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행위자의 형태(개
인, 국가, 단체, 지역 등)나 속성보다 그 행위자가 엮여있는 관계들과
그 관계가 이루는 구조적 특성에 강조점을 두는 네트워크적 시각과
반대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살피고자 하는 평화유지활동의
주도와 국제 분쟁에서의 중개 역할 역시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주로
맡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로서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위치와 역
할에 관한 논의가 중간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 한 국가들,
혹은 중견국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
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로써 강대국이 미처 발견하
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공
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위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비(非)강대국
이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발견하고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치
권력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권력은 특정 영역에서만 발휘되
는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 비강대국이 이러한 특정 영역에서의 위치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도 세계질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거나 이미 강
대국에 의해 표준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어
36) Stacie. E. Goddard,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Vol. 1, No. 2 (July 2009), pp.
249-281.
37) 김상배, 2014b,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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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것이다. 김상배가 제시하는 ‘하위 설계자’의 개념이 이러한 실
천적 측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이는 강대국에 의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성 세계질서의 빈틈을 메우고 이 플랫폼의 원활한 작동
을 위한 일종의 ‘하위 프로그램’의 설계를 감당하는 중견국의 외교 전
략에서 등장한 개념이다.38)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과 호주의 역할
을 사례로 들자면, 동티모르 문제와 사태 해결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호주와 미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민족지도자, UN 등이 주요 행위
자로 자리하였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단절과 균열이 존재하였
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행위자들을 설
득하여 소집해야하는 파병 주도의 역할 역시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호주는 이러한 네트워크 상의 구조적 공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으며,
행위자들 간 관계의 성격과 행위자들의 필요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중개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 나아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를 계기로 2000년대 초중반 태
평양 제도 내 분쟁에 있어 전례 없는 적극적인 태도

- 군사적 개입

– 를 보인 호주의 모습은 ‘하위 설계자’, 즉 호주의 목전 지역에서 빈
틈을 보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있어 일종의 하위 프로그램을
설계한 역할로 설명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1990년대 후반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했던 이
유 역시 구조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불
안정으로 국제사회의 동요가 커지며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적 동학은 ‘동티모르 문제
해결 주도’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호주에게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호
주가 동티모르 다국적군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배경으로는 호주 정부
의 파병 주도 의지와 전략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조건이
1990년대 후반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구조의 변환이 호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38) 김상배, 2014a,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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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원리로서의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진영이 네트워크를 자연발생적 상호작용까지 포
함하는 구조로 바라본다면, 네트워크 조직 이론에서 바라보는 네트워
크는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이는 단순한 노드들의 집합이
아닌 그 형태와 작동 원리가 유연하고 수평적인 특징을 가지는 새로
운 구성 원리이자 거버넌스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39) 네트워크를 이
루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위계 조직’과 ‘네트
워크형 조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경제학이나 사회학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형 조직이 집합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조직으로 이해된다.40)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 맞추어 변용
한 것이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라는 개념이다. 네트워크 국
가는 전통 국가의 위계적 질서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층
질서(heterarchy)라는 새로운 구조적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서, 국가 내부의 여러 단위체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초국가 단
위체들이 활동하고, 정부기구들이 기능적으로 분산됨은 물론 타국 기
관들과 연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유연한 방식으로 움직
이는 조직의 형태를 뜻한다.41)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동티모르 독립 문제를 둘
러싼 호주 내부의 정치·사회적 담론의 동학이 일정 부분 위계 조직으
로부터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변환 과정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네트워크 조직 이론 진영이 말하는 위계 조직으로부터 네트워크 조직
으로의 변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동티모르 문제 해결과
다국적군 파병을 둘러싼 호주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담론이 1990년대
39) 김상배, 2014b, p. 62.
40)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1996).
41) 하영선·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서울: 을유
문화사, 2006),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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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반부터 보다 수평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다층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변환적 성격의
동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이익(interests),

제도

(institutions), 관념 (ideas)’ 등 세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42)
호주 내 동티모르 독립 문제는 20여 년간 정치적 논쟁의 요소
가 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주
의 이슈로 자리하지 못하였다. NGO와 종교 단체 등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사회적 운동의 움직임이
부재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이에 1990년
대 중후반 이전까지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과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후술하겠지만 호주 정부는 국가 정보기관을 통해 이미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의 학살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정보
를 입수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정보 은폐와 인도
네시아 정부 지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시 말해 호주라는 정치적·사
회적 조직이 1975년부터 약 20여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서만큼
은 위계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42) ‘이익-제도-관념’의 역할과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탐구한 이론은 ‘구성적 제도주
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이라 이름 될 수 있다. 이는 ‘이익’과 ‘제도’의
두 변수뿐 아니라 ‘관념(ideas)’이라는 변수를 포함하는 것에서 기존 제도주의 논
의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제도’의 범위는 문화, 관습, 규
범, 전통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시각으로서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기존 제도주의의 논의로는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 행위자의 선택과 제도의 관계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
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를 비롯하여 제도 자체가 갖는 독
립적 역할과 역사적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제도의 개념을 문화, 관습, 규범, 전통 등으로 확장시켜 이해하
는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등이 있다. 참조: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n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32; Anna
Leander,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ionalism to IPE,” in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00), pp.
184-196;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
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1호 (2003), pp. 40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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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8년 후반 시민단체가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
에 의한 학살 동영상을 입수 및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1999년 초반
호주 정보기관의 자료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호주 정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금융
위기와 정권 교체는 동티모르 문제에 전환을 만들어내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야당 일부
세력의 주도로 동티모르 문제는 처음으로 호주 국회 내 주요 정치 이
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정치적 시도는 야당 내 분열 등
의 문제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호주 내 동
티모르 이민 공동체와 NGO, 가톨릭 교회 등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
움직임이 결집되었음은 물론, 동티모르 사태 해결을 위한 파병에 있
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
에서는 그간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던 외교부
장관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일부 논의에서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3) 권력 획득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1980년대 초반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와 미셸 칼롱(michel
Callon)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이하 STS) 분야에서 시작되어 사회학, 철학, 정보기술론, 생태학, 위
험연구 등 방대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연구되어왔다.43)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권력 획득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ANT의 시각과,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뜻하는 ‘번역(translation)’의
개념이다.
칼롱은 번역의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설명
43)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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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한다.

(interessement),

이는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등록하기(enrollment),

관심

끌기

동원하기(mobilization)로

이루어지는데,44) 먼저 문제 제기의 단계에서는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가 네트워크의 구도와 거기에 속한 행위자들을 파악한다. 여기
에는 단순히 행위자들의 존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도를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관심 끌기에서는 관계의 재
조정을 시도하며, 기존의 관계망에서 행위자들을 분리하고 새로운 협
상을 진행하는 단계를 뜻한다. 등록하기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대상
이 되는 행위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상대 행위자의 정
체성 결정을 의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동원하기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본격적으로 자신의 네트워크로 편입시키고 이들
가운데에서 표준을 설정하고 보편성을 얻는 단계인데, 번역의 과정이
성공적일 경우 번역의 주체였던 소수의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들에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권력도 갖게 된다.45)
이러한 ANT 진영의 이론적 논의를 적용하기 이전에 주목하고
자 하는 것은 ANT가 30여 년간 다양한 주제와 결합되어 연구되어온
만큼 연구의 변형도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ANT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접근법과 개념들이 생겨났기에, 이를 고
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으로 변용된 외교 전략으로
서의 ‘번역의 네 단계’ –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 편 모으기, 표
준 세우기 - 를 활용하고자 한다.46)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90년대 후반 국제사회에서는 동티모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파병 주도의 역
44)

Michel Callon,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in
John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6), pp. 196-233; 홍성욱 엮음,
2010, pp. 57~94.
45) 김상배, 2014b, pp. 99-100.
46) 김상배, 2014b,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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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태 해결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적
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호주가 UN과 미국 등의 지지에 기반 하여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호주가 파병을 주도하게
된 것은 일정 부분 구조의 영향이며 경제력과 군사력 등 속성에도 기
반 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국적군 파병의 성공적인 주도에 있어 보다
즉각적인 영향력을 끼친 변수는 국가행위자의 의지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분석을 위하여 V자에서는 호주를 단일한 국가
행위자로 설정하고, 호주가 어떠한 전략으로 23개국 11,000여 명의
군대가 동원된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주도하였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번역의 네 단계
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파병 결정 과정과 다국적군 구성 과정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이를 통해 호주가 어떻게 파병을 주도하였는지 밝히고자 한
다. 이러한 이론적 틀의 유용성은 먼저 다국적군 구성 과정에서 나타
나는 행위자 간의 동학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있으
며, 나아가 개별 국가행위자의 단편적 외교 전략을 이해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행위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에 있다는 면에서 국가 행위자의 ‘속성’뿐 아니라 ‘역할’과 ‘위
치’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하겠다.

4. 이 글의 구성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돌연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
을 보이며 1999년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파병을 주도하기까지 한 호주
의 입장 선회와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환을 살피고 이러한 변환이 호주
외교 노선과 지역 및 국제사회에 갖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호주
가 왜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를 보였는지, 나아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의 구성과 파병 주도를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살피기 위해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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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구조’를 그려보고,
이 구조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빈틈을 발견한 호주가 어떠한 ‘과
정’을 통해 다국적군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동요가 동티
모르 문제에 결정적인 변환을 만들어내었을 당시 호주라는 ‘행위자’
내부에서는 어떠한 반응과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피고자 한다.
동티모르 문제와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사례를 본격적으로 다
루기 전 II장을 통해 20세기 후반 호주의 외교 노선 전반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서구식 전통을 갖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둘러싸여있는 호주에게 지역적 고립과
정체성 확립·재확립의 이슈는 계속적인 고민을 가져다주는 문제였다.
특별히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군사력 철수, 아시아 시장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설정해야했던 호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Labor) 정부와
이후 2007년까지 장기 집권한 자유당(Liberal) 출신 존 하워드(John
Howard) 정부의 대(對)미 정책과 대(對)태평양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
다. 또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호주가 목전 지역에서 하
위 설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호주를 단일행위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동티모르 사
태 해결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구조를 그려내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
크 이론 진영의 개념들을 원용하여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들
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조로 파악하고, 이 구조가 동티모르 독립
문제에 어떠한 변환을 야기하였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다국적군
주도의 역할이 공백으로 자리하였으며, 이는 호주가 영향력을 발휘하
기에 용이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동학을 살피려 하는데, 특별히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사회 비국가행
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으며, 이들의 활동은 비록 동티
모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국제 여론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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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었다. 나아가 2절에서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논의의 진행을 살피며 미국과 호주의 대조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라는 국가행위자와 미국이 그간 만들어 낸
평화유지활동에서의 리더십과 표준 등이 동티모르 사태에서는 동일하
게 적용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그려낼 것이다. 3절에서는 호주 주도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구성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ASEAN 국가
들의 반응을 살피며 특별히 말레이시아 등 호주의 주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행위자와의 경쟁에서 호주가 주도국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호주를 단일한 국가 행위자로 상정하고 글로벌 수준의 논의와
대외적 변화를 분석하는 III장과 달리 IV장에서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동학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
권 지지’에서 ‘동티모르 독립 지지’로의 정책 변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야당 세력의 역할과 이들의 부분적 성공 및 실패의 배경을 알아 볼
것이다. 이러한 변환의 과정에서 이전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이 호주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20여 년간 견고한 초당파적 합의를 보이던 동티모르 문제
에 최초의 균열이 만들어졌음을 보이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
적이었던 해당 이슈에 1990년대 중후반 들어 야당과 시민 단체 등이
개입할 수 있게 된 호주 내부의 동학을 위계 조직에서 네트워크적 조
직으로의 변환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이익, 제도, 관념의 세 변수를
통해 이러한 변환을 추적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역할을 수행하기까
지의 과정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떻게 파병을 주도하
였는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 특별히 V장에서는
경제력과 보편적 가치의 추구 등 내재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분석을
피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전략을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의 번역의 4단계, 특별히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 편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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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우기’로 변용된 네트워크 외교 전략 분석의 틀을 원용하여 파
병 주도의 과정을 살필 것이다. 파병 주도를 결정한 호주 정부는
APEC과 UN총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행위자들의 입장을 파악
하고 회유와 설득 등으로 파병 참여를 촉구했다. 기존에 만들어온 다
양한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은 더욱 강화한 것은 물론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국적군의 구성과 파병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호주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 대(對)태평양 대외정책 노선에 큰 전환을 만들어냈고,
이후 종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로 태평양 제도 지역의 안정 확보
에 개입하며 지역 내 평화유지활동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표준 확립
에 힘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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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세기 후반 호주의 외교 노선
20세기 후반 아시아 시장의 확대와 냉전의 종식은 자국의 정
체성을 서구에서 찾던 호주에게 미국의 공백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보
다 직접적인 조우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47)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공산화 현상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었던 호주의 지정학적 가치
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고, 이와 동시에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력을 계속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48) 세계 2차 대전 종식 이후 태평
양 안전 보장 조약49) 등 ‘위대하고 강한 친구(great and powerful
friend)’50)인 미국을 통한 안보 실현을 추구해왔던 호주에게 이러한
미국의 공백은 ‘낯설고 위협적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보다 직접적인
조우를 뜻하였으며 나아가 목전 지역에서의 안보 구조의 변화와 권력
공백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51)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전략적 노선은 크게 두 갈래
로 나뉘는데 먼저,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을 ‘안보 실현의 주요한 기여
자’(major contributor to security)로 인식하는 것, 동시에 자국의
능력(capability) 향상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국가 안보에 있어 나름의 자주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선의 모
47) Department of Defence, The Defence of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Commonwealth
of
Australia,
1987).
http://www.defence.gov.au/SE/publications/wpaper/1987.pdf (검색일: 2014
년 10월 16일);
Department of Defence, Defending Australia: Defence
White
Paper
(Commonwealth
of
Australia,
1994)
http://www.defence.gov.au/SE/publications/wpaper/1994.pdf (검색일: 2014
년 10월 16일).
48) Richard K.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34-77.
49) ANZUS Treaty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1951년 체결된 호주 뉴질랜드 미국 3국의 공동 방위체.
50) Smith, 2005, p. 9.
51) Mohan Malik, "Australia, America and Asia," Pacific Affairs, Vol. 79, No.
4 (Winter 2006/07), pp. 58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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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었다.52) 이러한 새로운 전략과 함께 대외 경제 관계의 무게 중심
이 점차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지며 호주에게 있어 특별히 동남아
지역은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정체성의 이슈
및 안보 문제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지
리적 최인접 강대국이자 ASEAN을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호주 외교의 4대 중심 관
계’에 포함되었으며, 호주 대외정책의 전통적 우선순위로 떠올랐다.53)
또한 공산화의 위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태평양 제도의 취약 국가 문
제가 국가 안보 및 지역 안정에의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본 장에서는 동티모르 사태 및 다국적군 파병 주도 이슈의 구
조와 성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20세기 후반 세계 2차 대전
과 냉전, 냉전의 종식을 겪으며 호주가 마주한 새로운 외교적 과제와
호주 정부의 대응을 살피고자 한다. 특별히 1983년부터 13년간 집권
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Labor)와 1996년 총선의 대승을 이끈
보수 성향의 자유-국민 연합 정부(Liberal-National Coalition)의 대
외 노선을 알아볼 것인데, 이는 1980-90년대 호주 외교의 주요 과제
였던 ‘동남아시아 시장의 확장’과 ‘미국의 군사력 후퇴’를 공통적으로
마주한 두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 된 시
대적 배경으로 인해 두 정부가 마주한 대외 노선의 주요 과제와 목표
– 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경제적 협력과 미국과의 군사·안보 동맹
추구 – 는 상당 부분 유사하였으나, 목표를 위한 방법과 서구적 국가
정체성의 표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당 정부의 다소 급진
적이었던 아시아 관여주의가 대내외적인 공감을 사지 못하였던 반면,
연합 정부는 의도적으로 서구적 정체성을 강하게 명시하고 다소 느슨
해진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52) Department of Defence, 1994.
5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the National Interest:
Australia’s Foreign and Trade Policy White Paper (Commonwealth of
Australia,
1997)
http://www.dfat.gov.au/publications/pdf/in_the_national_interest.pdf (검색
일: 2014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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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연합 정부의 하워드 총리는 기존에 딜레마로 인식 되
던

지역과

역사

사이의

정체성

이슈를

‘특별한

성격(special

characteristics)’로 규정하고, 나아가 태평양 제도의 취약 국가들에
대해서는 호주가 ‘특별한 책임’을 가졌다는 표현을 통해 호주가 미국
과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54)

1. 아시아 부상과 호주의 외교 노선
1) 1983-1995년 노동당 정부의 아시아 관여주의
‘지리와 역사 사이의 딜레마’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호주 외
교의 시대적 과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이
지만 역사·문화·제도적으로는 유럽·서구적 특징을 크게 띠는 호주의
외교 전략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담겨있다.55) 이러한 딜레마에 대
응하는 호주의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1960
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이전 호주 정부는 이 딜레마에 있어 ‘역사’
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을 모색한다. 세계 2차 대전 중 제14대 총리
커틴(John Curtin)의 ‘호주는 영국 후손들의 영국 인종을 위한 남태
평양의 전초 기지’라는 발언이 나타내듯 호주는 - 호주 정치와 사회
는 – 그 뿌리를 영국연방에 깊게 두고 있었다.56) 비록 2차 세계 대전
을 계기로 미국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최대 우방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서구적 정체성에 기반 한 선택이었고, 호주의 ‘위
54) Cotton, 2003, p. 37; Howard, August 13 2004.
55)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56)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Fact sheet –
Abolition of the 'White Australia' Policy (Commonwealth of Australia,
2
0
1
2
)
https://www.border.gov.au/about/corporate/information/fact-sheets/08ab
olition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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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강한 친구(great and powerful)’는 여전히 그들과 문화적, 제
도적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미국이라는 서구 국가였다. 즉,
1960-70년대까지 호주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기회(opportunity)’보다
는 ‘위협(threat)’으로 인식되었고, 낯선 지리적 환경에서 호주의 선택
은 ‘어머니의 나라’ 영국, ‘위대하고 강한 친구’ 미국과 경제, 안보 관
계를 보다 밀접하게 맺어가는 것이었다.57)
196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아시아의
중요성이 정치, 경제적으로 부각되는데, 냉전 후반 아태지역에서 미국
의 군사력 상대적 후퇴 등으로 인해 아시아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안보 이슈와도 엮이게 되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 잡았
고, 백인들만의 호주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백호
주의정책(White Australia Policy)은 1973년, 영국 무역 선호 정책 –
영국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 은 1981
년에 폐지된다. 1850년대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백호주의가 정
책적으로 사라진 지 채 10년이 되기 전이자 영국과의 무역 선호 정책
이 폐지 된지 약 2년 만에 새로운 정권은 급진적인 정체성 변환을 시
도하는데, 노동당의 호크(Robert Hawke)58) 정부와 이어진 키팅(Paul
Keting)59) 정부의 ‘아시아 관여 정책(engagement with Asia)’이 그
것이다.
물론 1983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 이전에도 일본이 영국을 제
치고 호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아시아 시장의 중요
성은 이미 인지되었지만, 1970년대를 거치며 동남아시장이 확대되고
지역협력체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인 정책의 변화로 나타난 것은 1980
년대 노동당 정부 집권부터라 할 수 있다. 1983년부터 13년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표방한 대(對)아시아 정책은 다소 급진적이라 평가 될
만큼이었는데, 아시아 관여 정책을 새로운 외교 노선의 기조로 삼아

57) Ravenhill, 1998.
58) 1983-1991 호주 총리.
59) 1991-1996 호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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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활성화와 지역 다자 협력체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서구적 문화유산과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를 통해 호주를 아시아에 재배치(relocate)시키는 국가 정체성
의 방향 전환(re-orientation)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지역과 역사 사이
에서 역사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선택하던 수십 년간의 외교 노선의
총체적인 재구성을 의미했다.60)
분명한 것은 호크와 키팅 정부 모두 ‘호주는 아시아 국가’라
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 역시 지속
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 국가
들과의 무역 관계 형성을 넘어 지역 다자 협력의 형성 혹은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티모르 사태와 같은 국제 문제에서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는 등
‘호주를 아시아에 재배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젠다(comprehensive
agenda to relocate Australia to Asia)’의 노력을 보였다.61) 보다
구체적인 실천은 APEC 형성 과정을 통해 나타난 적극적인 태도와 캄
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의 관여,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점에 대한
호주의 오랜 침묵과 지지라 할 수 있다.62)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환은 대내외적 환영을 받지 못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친근감 표현과 지역 협력을 위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
던 서양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지우지 못하였으며,63) 나아가 호
60) Higgott and Nossal, 1997; Capling, 2008.
61) Capling, 2008, p. 605.
62)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실현과 그 기저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은 호크
총리 집권 말기 보다 명확하게 개념화 되는데, 1991년 5월 호크는 연설 중 ‘서구
의 유산이 호주의 국가정체성을 대표하였던 과거와 달리 ‘유럽의 유산은 언제까지
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고, 동양
의 문화 역시 국가 유산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참조: Robert
Hawke, "Australia's Security in Asia," Speech at The Asia-Australia
Institut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y
24
1991.
http://pmtranscripts.dpmc.gov.au/sites/default/files/original/00008300.pdf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63) Hogue, 2000,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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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들은 호주의 ‘아시아화(Asianisation)’에 대한 우려 및 불만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64) 10여 년간 이어진 이러한 정책 변환의 문제
는 첫째로 정체성 변화의 노력과 지역에서의 외교적 성과 사이의 상
관관계가 불명확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내교(內校)에서의 실패, 즉 국
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저널리스트 포어와디(Nova Poerwadi)는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인들
이 서양인들에게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을 과소평가한다’고 말하
였는데,65) 이는 식민지배의 경험을 안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호주의 지속적인 관심 표현을 ‘간섭’으로 인지하거나 접근의 의도를
의심하고,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해도 단순한 ‘호기심’에 그쳤던 당시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66)
이민 및 무역 등의 분야에서 비유럽 국가들을 차별하는 정책
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지
역 내 호주는 여전히 낯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서양 국가로 인식되
었다. 비록 APEC이 출범하고 인도네시아와 안보 협력을 체결하였으
나,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고 인도네시아와는 여
전히 가깝지만 낯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수년간 이어진 정체
성과 정책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
선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나아가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가 서유럽 출신의 이민자이거나
스스로의 뿌리를 유럽에서 찾는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의 ‘아시아로의
방향 전환(re-orientation of Australia towards Asia)’은 많은 이들
에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강제적인 정체성 변화로 인지되었으
며,67) 많은 호주 국민들은 노동당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선이 지나
치게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염려를 느끼며, 일부는 아시아와의 무

64) Rawdon Dalrymple, "Perspectives on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6,"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1, No. 2 (1997), p. 245.
65) Hogue, 2000, pg. 147.
66) Capling, 2008; Hogue, 2000.
67) Capling, 2008, p.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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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류에 관해서도 반대를 표현하였다.68) 이를 인지한 키팅 정부는
호크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우리의 유산, 신념, 민주주의 등을 해
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수준에서’ 아시아 관여 정책을 실천할 것
이라고 표현하며 외교 노선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요청했다.69)

2) 1996년 하워드 연합 정부의 등장과 대외노선 변환
뒤늦게 아시아 관여 정책의 색채를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
고 노동당 키팅 정부는 199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다소 급진적인 표
현과 전략으로 대내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노동당의 실패를
기회로 삼은 자유-국민 연합당 하워드는 ‘아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
지만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국익을 위해 중요’하며, ‘지리와
역사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총선의 대승을 이끌
었다.70)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아시아와의

관여

(engagement)는 하워드 정부에게도 시대적인 과제이자 목표였다. 일
본에 이어 중국 시장의 확장이 호주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
으며, 1996년 하워드 정부 수립 직후 최인접 강대국인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금융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나아
68) Ian McAllister and John Ravenhill, "Australian Attitudes towards Closer
Engagement with Asia," The Pacific Review, Vol. 11, No. 1 (1998), pp.
119-141; Graeme Cheeseman and Ian McAllister, "Australian opin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ecurity link with the United States," The
Pacific Review, Vol. 9, No. 2 (1996), pp. 265-274.
69) Paul Keating,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he New Asia,” Speech
at
Asia
Society,
New
York,
September
15
1993.
http://pmtranscripts.dpmc.gov.au/sites/default/files/original/00008968.pdf
(검색일:2015년 11월 1일)
70) Dalrymple, 1997; John Howard, Interview with Michael Maher - AM
Programme,
September
18
1998.
http://pmtranscripts.dpmc.gov.au/sites/default/files/original/00010108.pdf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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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보 영역에 있어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계속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기 원하였으나 미국은 탈냉전기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철수하고 코소보 사태 이후 국제적 분쟁과 더불어 아태지역
안보 문제에의 직접적 개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71)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 대외정책 변환의 한계를 인지한
하워드 정부는 노동당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시하지 않았던 서구적 정
체성을 오히려 명시하는 전략을 보이기 시작했다. ‘친미 전략’과 더불
어 ‘호주는 서구 국가’임을 명시한 것은 역사와 지역 사이에서의 딜레
마를 오히려 ‘특별한 성격(special characteristics)’으로 규정하여 호
주만의 독특한 위치잡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역사와 지역 간의 상호
작용에 기반 한 호주만의 독특한 강점(Australia draws unique
strength from the interaction of its history and geography)’72)
을 내세웠던 이러한 전략에는 - 1997년 외교백서에서 살펴볼 수 있
듯 - 아태지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priority)로 유지하되 아메리카와
유럽 등 다른 지역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외교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행위자로 발돋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73) 즉
아시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유일한 목표이거나 단일한 선택지는 아
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노동당 정부의 대외정책과 가장 차별화를 보였던 지점은 지역
다자주의에 관한 태도였는데, 일례로 APEC 형성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던 노동당 정부와는 달리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하 EAS)의 가입에는 오히려 여러 조건을 따지며 결정을 미루는 모
습을 보였다. EAS 가입을 위해 체결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ASEAN’s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이 미국과의 동
맹 관계 약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그와 더불어
E. Henke, The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Market
Coalition Building in Pursuit of Peace (Ph.D. Dissertation, Princeton

71) Marina

University, 2012), pp. 1-253.
72)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p. 99.
7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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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삼간다’는 조약의 내용이 국
제 문제에의 개입을 통한 지역적·국제적 영향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하워드 정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74) 스스로를 현
실주의자(realist)로 이름하며 다자 기구의 추진보다 ‘국익’75)의 추구
를 명시하던 하워드 총리와 알렉산더 다우너(Alexander Downer) 외
무부 장관은 다자주의보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관계에 힘
을 쏟았는데, 특별히 다소 느슨해진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보다 단단
히 하며 서구적 전통과 유산의 회복을 꾀하였다.76)

2. 태평양 지역의 구조적 공백과 호주의 역할
1) 1991-2005년 미국-인도네시아 군사 협력 단절의 함의
동남아국가들의 공산화에 대한 우려로 군사력의 배치나 동맹
국가로의 지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냉전 시기와 다르게 탈냉
전 시기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철수하였고,
아태지역의 안보 문제에 있어 직접적 개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
다.77) 미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탈냉전기를 통해 보여 온 미국의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 질서 구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구
상의 구체적인 사례가 1990년대 인도네시아와의 군사·안보 분야의 관
계 악화, 나아가서는 단절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지속 및 확대되어온 무역·경제 분야에서의 교
74) Michael Richardson, “Australia-Southeast Asia relations and the East
Asian Summit,”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9, No.
3 (2005), pp. 351-365.
75) III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하워드 정부가 상정하는 ‘국익’의 범위는 국
가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영향력
확장을 포함하였다
76)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77) Henk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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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달리 미국-인도네시아 간 군사 및 안보 협력관계는 1991년 들
어 급격하게 경색된다. 미국 내에서 1991년 딜리(Dili) 학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군사 안보 협력에 제재가 가해졌고 이에 2005년 11
월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안보 관련 협력 - 미국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보이는 무기 판매, 합동 군사 훈련, 해양 훈련 등과 같은 행
위 - 이 금지되었다.78)
비록 인도네시아인들이 서구 국가와 서양인들에 대해 깊은 불
신을 지우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른 여러 국가
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왔지만, 글로벌 패권으로 여겨지는 미
국과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다.79) 또
한 인도네시아가 ASEAN의 리더로 여겨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미
국-인도네시아 간의 관계 단절은 ASEAN 전반과 미국의 안보 협력
관계의 부재 혹은 상당한 부족을 의미하였고 이는 곧 중국 부상에 대
한 우려와도 연결되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도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필요를 표현했다.80)
미국에게도 인도네시아는 무역뿐 아니라 인구 규모와 민주화
문제, 나아가 사실상 ASEAN의 리더였기에 중요한 의미의 국가였
다.81) 이렇듯 서로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
선에는 여러 장애가 존재하였는데, 1994년 미국 국내적으로는 코소보
사태로 인한 국내외의 반발과 함께 PDD25 법안이 통과되어 타국으로
의 군사력 행사가 더욱 힘들어졌고,82) 1999년 동티모르 독립 투표 직
78) John B. Haseman and Eduardo Lachica, The US-Indonesia Security
Relationship: The Next Steps, (Washington: United States-Indonesia
Society, 2009), p. ix.
79) Haseman and Lachica, 2009.
80)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Australia's Defenc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quiry Report,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onwealth of Australia, May 2006), p. 72.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
esentatives_committees?url=jfadt/reports.htm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81) Haseman and Lachica, 2009.
82) 1994년 5월 통과된 PDD25법안으로 인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지원에는 보다 엄격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조: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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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 나타난 친(親)인도네시아 민병대의 약탈과 살인 행위가 인도네
시아 군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는
더욱 더 축소되었다.83)
10여 년간 이어진 양자협력의 부재와 그 기간 중 일어난 동
티모르 사태 및 인도양 쓰나미 등과 같은 사건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나아가서는 미국과 ASEAN 사이의 ‘다리(bridge)’의 역할을 맡아줄
행위자의 부재와 필요를 의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자국 사이
에 호주가 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싱가포르 역시 같
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수석 각료 고촉통(Goh Chok Tong)은 호주
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호주의 친미 노선이 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협하며 호주의 친미노선이 호주의 지역적 고립을 지속시킨
다’는 일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고 이와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다수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진행 중인 것을 강조했다.84) 미국은 보
다 구체적으로 중개자 호주의 역할을 기대하였는데, 호주 국회합동상
임위원회와의 대화에서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호주가 아태지역에
서 지역의 이웃들과 형성한 양자관계는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한계’를 느
끼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과정과 군대의 근대화 등의 이슈에
서 호주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표현하였다.85)
호주 국회합동상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시
아와의 직접적 상호작용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느꼈던 사건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이는 1999년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과 2004년
인도양 쓰나미였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이 사건들에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Washington D.C., 1999),
p. 19.
83) Sheldon W. Simon, “US - Southeast Asia Relations: Military Relations
Restored with Indonesia, while US Passes on the First East Asia
Summit,” CSIS Comparative Connections, Vol. 7, No. 4 (2005).
84)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72.
85)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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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호주 역할에 대한 기대
를 표현하였다.86) 즉, 인도네시아와 미국 – 넓게는 ASEAN과 미국 –
간 관계의 빈틈이라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복합 정체성을 기반으로
두 국가 모두와 지속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해오던 호주가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 및 요청 받게 된 것이다.

2) 지역의 구조적 변화와 하위 설계자 역할의 호주
물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서양인들에 대한 불신과 호
주에 대한 불만을 한 순간에 잊고 호주 정부의 대외정책 변환과 보다
강력한 친미 노선의 추구를 반기게 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후
반에는 호주 국내에서조차 하워드 정부의 외교 노선 전환에 대한 우
려가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호주 및 서구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워드 정부가
지역 다자주의보다 양자 관계를 선호하고, 동시에 호주의 문화적, 제
도적 정체성을 ‘서양 국가(a Western country)’로 규정하는 등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반(反)호주 감정을 악화시켜 지역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던 것이다.87)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하워드 정부 집권 동안 호주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급성장을 기록했고, 호주로
유입되는 유학생의 수와 더불어 호주 기업의 지역 진출 역시 활발해
졌다.88) 2000년대 초중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와의 관계는 그 어
86)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89.
87) Douglas Webber,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3 (2001), pp. 339-372; Richard Leaver,
"Introduction: Australia, East Timor and Indonesia,"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1 (2001), pp. 1-14;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88) Richard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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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보다 ‘좋은 모양’으로 평가되었으며, EAS로의 가입 역시 하워드
정부의 성과로 인식된다.89)
이러한 성과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먼저 1980년대 후반-1990
년대 초반 아태지역 국가들이 지역 다자 협력체에 대해 가졌던 열의
와 환상이 사그라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지역
및 국제 협력 다자주의에 대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던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과 달리 1990년대 중후반 APEC의 실망스러운 성과
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및 안보
이익 실현을 위해 양자 관계, 상호 협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다. 즉,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하워드 정부가 집권 직후 호주
외교의 4대 주요 관계를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지역 다자 협력에 참여할 것과
‘아시아가 우선순위이지만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90)라는 표명을 분명
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1990년대 중후반 호주의 대외 노선 변환
이 지역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91)
또한 ASEAN의 주요 세력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내부
변화 역시 동남아시아의 호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앞
서 논했던 것처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가깝지만 낯선 관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1960년대 후
반부터 30여 년간 인권 유린, 내정 간섭, 무역 문제 등의 다양한 이
슈를 둘러싸고 반목이 계속되었다.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파병 당시에
도 말레이시아는 호주의 파병 주도를 내정 간섭으로 표현하며 다국적
군 참여를 갑작스럽게 철회하였다. ASEAN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조

89) Capling, 2008.
90)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Alexander Downer,
“Indonesia, East Timor and Australia: New Challenges, Enduring
Interests,” Speech to the National Press Club, March 31 1999.
http://foreignminister.gov.au/speeches/1999/990331_new_challenges.html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91) Michael Wesley, The Howard Paradox: Australian Diplomacy in Asia
1996–2000, (Sydney: ABC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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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제시하며 다국적군으로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호주였지만 말레이
시아와의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말레이시아의 설득은
UN에 의해 태국에게 맡겨지기도 했다.92)
그러나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
구하고 지역에서의, 그리고 미국과 ASEAN 사이에서 호주가 기대 받
았던 중개의 역할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워드 정부는 이러한 기회
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였다. 하워드 총리의 연설과 외교
백서 등에서 명시되듯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중국 및 일본과 함께 ‘호
주 외교의 4대 주요 관계’로 인지되었으며,93) 하워드 정부는 대외정
책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지는 두 국가의 관계 단절과 미국의 군사력
후퇴 등을 지역적 영향력 확대와 중개 역할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
다.94)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협력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단
절된 것에 반해 호주는 1995년에 인도네시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후술하겠지만 1990년대 주요 이슈였던
동티모르 문제 등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히 호주는 UN과 미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독립 세력 등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동티모르 사태 발발 이전이자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인도네시아 주권 인정)를 최선으로 여겼던
1999년 초, 외무부 장관 다우너는 동티모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

92) James Cotton, East Timor, Australia and Regional Order: Intervention
and its Aftermath in Southeast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9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7; Downer, March 31
1999.
94) Gary Smith, “Perspectives on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8,”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2. (1999) pp.
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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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학살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바’이며 사실이더
라도 ‘인도네시아 정부군의 공식적인 행동이 아닌 몇몇 군인들의 개
인적인 행동’이라는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
지하는 태도를 보였다.95)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는 달리 인터뷰 사흘
전 누출 된 호주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호주 정부는 리
퀴샤(Liquica) 학살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으
며, 미국 측이 밀리샤의 잔혹 행위에 대한 정보전달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96)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혹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비단 미국이
라는 국가와의 양자관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설계하는 세계 질서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동조를 뜻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동맹국들과 호주가 차별되는 지점은 미
국에 의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국가들을 포함하는 아태지역 안
보 문제에 있어 지역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대 초중반 그에 맞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실천해왔다는 사실일 것
이다.97)
특별히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사태에서 보인 주도적 역할
과 2000년대 초반 태평양 제도 취약 국가들로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적극적인 공백 채우기의 면모
를 보였으나, 분명한 사실은 호주는 세계 질서 혹은 아태지역 안보
질서 전반을 구상하는 설계자의 역할이 아닌 ‘강대국의 표준 플랫폼
위에서 세계질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틈새의 프로그램을 메우는’ 하위
설계자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다.98) 인도적 개입과 평화유지
95) Alexander Downer, Interview with Glen Milne on Channel Seven Face to
Face
Program,
April
11
1999.
http://members.pcug.org.au/~wildwood/01julselective.htm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96) Fernandes, 2008.
97) Henke, 2012.
98) 김상배, 2014b,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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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영역에서 파키스탄, 캄보디아, 코소보, 이라크 등으로의 파병
을 주도한 미국을 세계 안보 질서의 설계자로 본다면,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분쟁 해결 -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피지 등 목전 지역의 분
쟁 - 에서 주력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는 이
러한 호주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최초로 파병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보인 사례였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호주가 파병을 주도하거나 일종의 하위 설
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때로 미국의 제안과 요청을 거절하는 등
상당한 자주성을 가지면서도 미국의 참여 혹은 동의를 필수적으로 여
긴다는 사실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호주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이 단
순히 호주라는 ‘행위자’의 네트워크 전략과 능력뿐 아니라, 미국을 비
롯한 다양한 국가·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구조’
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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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티모르 문제의 구조적 변화와
파병 주도의 공백
1999년 9월 20일 동티모르 내 유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파병
된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결성과 파병 과정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 이후 국제사회
의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동티모르의 독립 운동과 인도네
시아의 인권 탄압이라는 이슈가 20여 년 만에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
였다는 점과 더불어, 다국적군의 주도가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 해결
에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던 미국이나 UN이 아닌 호주에 의한 것이
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특히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형성과 태평양 제도 지역으로의 불간섭주의 정책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 20여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
지해 왔음을 고려할 때에 ‘다국적군 주도’로의 변환에는 분명 간단히
설명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동티모르 문제 해결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구조’가
1990년대 후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이에 평화유지활동 주도의 역
할이 공백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백
이 호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용이한 지점이었음을 드러내며 호주
의 성공적인 다국적군 주도 과정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 조건을 설명
하고자 한다.

1. 동티모르 문제의 전환과 비국가행위자들의 대응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
의는 인도네시아 정권에 대한 서구 및 아시아 국가들의 암묵적 지지
로 인해 20여 년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지배국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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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포르투갈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이 인도
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합병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현하기도 하였지
만, 미국과 호주, ASEAN, 중국 등 다수의 국가행위자들은 인도네시
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 내정불간섭원칙의 수호, 사회주의 세력 확장
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동티모르 자결권에 대한 UN 총회의 결의
안을 가결시키는 등 묵시적인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의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국가행위자들의 태도와는 별개로 동티모르인들의 독립
운동은 계속되었고, 여타 비국가행위자들 – 특별히 인권단체를 비롯
한 여러 NGO들, 그리고 언론 - 역시 다양한 루트를 통한 문제 제기
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이들은 주로
UN에의 청원과 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의 활
동을 보였으며, 지리적 근접성과 동티모르 이민 공동체의 활성화로
인해 호주에 기반을 둔 시민 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998년 7월
UN

탈식민지화

Australian Coalition for East Timor는

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Decolonization)에 호주 방문 티모르인들의 98-99%가 독립을 지지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99) Australia East Timor
Association은 1999년 6월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의 폭력 및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함과 동시에 1999년 9월로 예정된 동티모르 주
민 투표를 위해 동티모르 내 주둔하고 있는 UN의 인력 부족과 일부
인력의 비무장상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100) 여타 인권
99) UN General Assembly, “Special Decolonization Committee Continues to
Hear Speakers on East Timor,” Press Release, July 2 1998.
http://www.un.org/press/en/1998/19980702.gaco2985.html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100) UN General Assembly, “Decolonization Committee is Told Spirit of
Reform in Indonesia Should Lead to Fresh Look at Situation of East
Timor,”
Press
Release,
June
23
1999.
http://www.un.org/press/en/1998/19980702.gaco2985.html (검색일: 2015
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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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언론 역시 1991년 산타크루즈 학살, 1995년 리퀴샤 학살
등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국가행위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CNRM101)과 조제 하무스 호르타(Jose Ramos Horta)를 중심
으로 한 동티모르의 독립 운동 세력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군
사작전을 통한 독립 쟁취에서 외교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의
성격과 방법에 있어 큰 변화를 시도했다.102) 군사작전이 인도네시아
군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1982년 이후부터는 UN총회에서 동티
모르 독립이 의제화조차 되지 못한 것이 변화의 이유였다. 국제적 관
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국의 인권단체와 연대운동을 조직하여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동티모르의 민족지도자들이 타국의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하거나 국제사회의 장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한 것
이다.103)
일부 학자들은 동티모르의 독립에 이러한 평화적 투쟁 수단이
결정적인 요인이자 성과로 작용하였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주요 근
거로는 1991년 벨로 주교(Bishop Belo)와 호르타의 노벨평화상 수상,
1997년 샤나나 구스망(Xanana Gusmao)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회동 등이 동티모르 독립 세력의 외교적 승리이자 국제
사회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104) 실제로 호르
101) Conselho Nacional da Resistência Maubere (National Council of the
Maubere Resistance), 좌익성향의 FRETILIN을 모체로 삼은 독립 운동 세력이자
동티모르의 정당.
102) 1975년 포르투갈 정부가 공식적으로 식민통치를 포기한 직후부터 동티모르 내
에서는 독립의 방법과 독립 이후 국가 운영 등을 놓고 크게 3개의 정치세력이 대
립하기
시작했다.
티모르대중민주협회(APODETI:
Associacao
Popular
Democratica Timorense)는 인도네시아와의 합병을, 티모르민주동맹(UDT:
Uniao Democratica Timorense)은 포르투갈과의 연방을,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
(FRETILIN: Ferente Revolucionaria de Timor Leste Independente)은 즉각적
인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동티모르 원주인들은 FRETILIN에 대해 가장 큰 지지를
보였으나, 서구 국가들은 FRETILIN의 급진적 사회주의 성향을 우려하기도 하였
다. 참조: 양승윤, 2009. pp. 170-171.
103) 조용환, "동티모르 인권상황과 독립운동의 전망," 사상, 통권 제31호 (1996년
12월),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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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중심의 비폭력 독립 운동 세력과 이들의 외교 활동, 나아가 이들
과 연대 활동을 보인 각국의 인권 단체들의 존재감이 1990년대 들어
국제사회 전반에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동티모르 독립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외교력을 통한 비폭력 독립 운동 전략은 분명 탈
냉전과 비국가행위자들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정 부분 환기시킬 수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수
하르토 정부와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행위자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
어 내기에는 불충분했다. 나아가 이러한 외교를 통한 독립 운동이 가
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이는 미국에
서 운동가들의 로비가 일정부분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재정 원조 차단
법안이 제안되고, 호주 사회 내에서는 동티모르로의 개입이 호주 언
론과 NGO 등을 통해 인권과 정의의 구현을 위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시기였다. 동티모르 임시정부인사들은 호주언론의 지원을 받아 투쟁
을 계속하게 되고 동조세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105)
후술하겠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국가 행위자들의 입장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20여 년간 인도네시아의 인권 유린 행위
에 대하여 침묵 혹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정부를 옹호하던 태도를 보
이기도 했던 호주와 미국, 그리고 국가 행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던 UN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1990년대 후
반 동티모르 독립 문제와 동티모르 문제 해결에 종전과는 다른 태도
로 개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
부 정치·경제적 변화의 여파에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
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가속화와 더불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30 년간 장기 집권하던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몰락하였고,106) 나아가

104) 김한식, "국제사회 새 쟁점으로서의 도덕성: 동티모르 독립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47권 1호 (2004년 6월), p. 160; 양승윤, 2009, p. 175; 조용환, 1996,
p. 326.
105) Fernandes, 2004.
106) 1967년 3월부터 집권한 수하르토는 1998년 5월 21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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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주요 원조 공여국들 및 IMF 등과 같은 국
제기구의 영향력 투사가 용이해진 것이다.107)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국내적 변화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UN
과 NGO, 언론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차
원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의
국내 상황의 변화는 국제사회 수준에서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인도
네시아 정부의 입지를 약하게 하는 등 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국제사회 전반의 동요를 일
으키고 사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는 1999년 9월
동티모르 주민 투표 직후동티모르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친(親)인도네
시아 민병대 밀리샤(Militia)의 약탈 및 살인 행위였다. 인도네시아 군
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밀리샤가 주민 투표의 결과(78.5%가
독립에 찬성)에 불복하여 동티모르 전역에서 학살 및 방화를 자행하
였고 이에 약 1,500 여 명이 학살되고 300,000만 명에 이르는 난민
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러한 밀리샤의 폭력적 행위에 의해 민간인들
뿐 아니라 주민 투표 총괄과 감시 임무를 맡은 UNAMET108)의 관련
자들까지 포위되고 결국 UNAMET가 호주로 철수하는 등 상황이 급
격한 전환을 맞이하자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된 논의가 급속한 진전
을 보이게 되었다.109)
사태 수습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받았던 행위자
는 단연 UN이었다. 그러나 UN은 평화유지군 파병이라는 즉각적인
이슈에서는 물론,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문제 전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별히 UN은 인도네시아군의 명백한 인권 유
린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위자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았
다.110) 1975년 포르투갈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제 점령을 비판
107) James Cotton, "Against the grain: the East Timor intervention,"
Survival, Vol. 43, No. 1 (Spring 2001), p. 132.
108)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
109) 김열수, 2003,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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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UN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요청하였을 당시 미국과 호주 등이 이
를 반대하였고 이에 UN은 포르투갈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111) 동티
모르인의 자결권과 인도네시아군의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은
미국과 호주는 물론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외면으로 인해 1982년
이후부터 총회의 논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판의
주된 근거였다.112)
또 다른 비판은 1999년 8월 30일 주민 투표 직후 벌어진 동티
모르 사태에 대한 UN의 비효율적인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동티
모르에 주둔해 있던 UNAMET는 이미 부여받은 선거 지원의 임무 이
외에는 수행할 수 없었음은 물론 UNAMET의 관계자 일부가 밀리샤
의 공격에 포위되는 등 투표 직후 발생한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했다. 상황의 긴박성과는 달리 평화유지군의 파병은 안전보장이
사회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었고, 이에 UN 주도의 평화유지군보다 빠른 시일 내에 파병이
가능한 다국적군의 파병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분명 UN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태생적 특성 – 혹은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티모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UN은 동티모르 사태 발발 이전에도 조제 하무스 호르타와 같은 동티
모르 민족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연설과 탄원
등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이었으며,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주요 기구로 자리했다. 나아가 1976년부터 7년 간 매 년 총회에서 동
티모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상정하였으며, 1975년 12월 22일과
110) BBC News, “7th October 1999. Malaysia Seeks Timor Command,”
September 9 1999.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477372.stm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111) UN General Assembly, “East Timor Petitioners Plead for
Self-Determination, Others Advocate Integration with Indonesia,” Press
Release,
July
1
1998.
http://www.un.org/press/en/1998/19980701.gaco2983.html (검색일: 2015년
11월 1일)
112) 양승윤, 2009,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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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4월 22일 그리고 1981년 11월 24일 등에 걸쳐 안보리 결의
안을 통해 민족자결의 원칙과 독립의 권리, 인도네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다.113) 그러나 7년간의 총회 결의에서 국가행위자들
의 찬성표가 점차 감소하였음은 물론, 1990년대 후반에는 코소보 사
태에서 나타난 UN의 역할과 비교되며 사태 해결에 대한 UN의 의지
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었다.114)
요컨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동티모
르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 경제적 혼란과 이
의 여파, 나아가 1999년 동티모르 사태의 발발로 인해 1990년 후반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인하
여 비국가행위자들이 속한 구조적 환경이 달라지고 이에 그들의 역할
과 영향력이 새로운 모습을 띠기도 하였다. 특별히 시민단체와 국제
기구, 동티모르 독립 운동 세력 등에게 이러한 구조적 변환은 새로운
방법과 영향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국
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동티모르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국제사
회 전반으로부터 높은 수위의 비판과 압력을 받게 되었지만, 이러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활동이 동티모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1999년 9월 1,500여 명의 사망자와 300,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만들어 낸 동티모르 사태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을
필요로 했고, 군대의 조직과 파병 주도의 역할은 비국가행위자들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으로 남았다.

113) 김한식, 2004, p. 160.
114) BBC News, September 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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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유지활동 논의와 미국의 역할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또 다른 주요 행위자는 단연
미국이었다. 동티모르인들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
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력으로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할 수 없
었고, UN 역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평화유
지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온 미국은 동티모르 문제에 있
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탈냉전기 미국의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 질서 구상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공
산화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보였던 냉전 시기와는 다
르게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철수하였으며, 지역의 안
보 문제에 있어 타국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 잦아졌
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미온적 자세는 당시 직면해있던 외교 이슈
와 시기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한 것이었다. 미국은 - 호주와는 달리
-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관계와 직접 소통이 단절에 가까운 상태였으
며,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진 영향력을 인지하
고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 형성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었던 것인
데, 이와 더불어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제도적 제약
또한 존재하였다.115) 실제로 동티모르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무렵, 호주 정부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 및 제안하
였고,116) 당시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은 존 하워드 호주
총리에게 코소보 사태로 인한 국내외의 비판을 언급하며 ‘더 이상은

115) 1994년 5월 통과된 PDD25법안으로 인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지원에는 보다 엄격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조: The White House,
1999, p. 19.
116) Henke, 2012,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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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표현을 통해 자국의 부담과 제약을 표현하였다.117)
탈냉전기 미국의 새로운 구상이 호주의 외교 노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대하고 강한 친구’
에게 의존한 국가 안보 실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며 아시아라는
가깝지만 낯선 이웃과 직접적으로 마주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의 외교
는 크게 두 가지 노선의 복합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대의 동맹국이
미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지역 문제에 있어 미국의 존
재감을 기대함과 동시에, 자국의 능력(capability) 향상과 아시아 국가
들과의 새로운 우호 관계 형성을 꾀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 등 다양
한 영역에서 나름의 자주성을 추구하게 되었다.118)
그렇다면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는 단순히 미국의 거
절로 인한 호주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수동적 선택이었던 것일까? 혹
은 미국의 요청 혹은 요구에 의해 호주가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 역할
을 하게 되었는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비록 호주 정부가 주도국의
역할을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였으며 미국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러한 사실은 호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
며, 나아가 미국 역시 주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이후 다양
한 방법으로 다국적군 구성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호주 정부는
이미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바탕으로 사태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행위자였으며, 이미 파병에 대비하여 상당한
군사력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호주 정부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파병이 가
능한 상태로 준비시키는 등 주체적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예컨대 1999년 2월 호주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of Cabinet)와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외교적 실행계
획(diplomatic action-plan)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17) Henke, 2012, p. 163.
118) Department of Defen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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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방부 장관 존 무어(John Moore)는 2군에게 28일간의 작전준
비태세 명령을 내렸다([표 1] 참조). 나아가 동티모르 주민 투표 직후
동티모르 내부의 위기상황이 고조되자 호주 정부는 자국의 군사력을
급격하게 증강시켰고, 이에 호주 북부 지역 다윈(Darwin)으로부터 동
티모르로의 파병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119)
또한 호주는 파병의 주도뿐 아니라 참여조차 꺼리는 미국의 태
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참여를 촉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워드 총리
는 상당한 수위의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는데, ‘미국은 주요한 전투에
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호주에게 파병을 요청하였고 호주는 기꺼이
응하였다. 그러나 지금 호주는 버림받았고 이는 ANZUS120)

동맹의

위반이다’라는 표현으로 클린턴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121)
이후 미국의 태도 역시 변화를 보여 다국적군 파병에 참여하게 되었
는데, 병력의 절대적 크기는 270명으로 크지 않았지만 기술적 지원
및 외교력을 통해 타국들의 다국적군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도국으로
서의 호주에 힘을 실어주었다. 예컨대 클린턴 대통령은 동티모르 다
국적군 내 호주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호주를 ‘신뢰’한다는 발언을 통해 호주를 주도국으로 인정하고 지지하
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122)
더불어 미국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다국적군 파병
에 반대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를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 인
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지원을 보였다. 예컨대 미
국은 IMF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 4억 5천만 불
의 추가 지원과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중단 포함 - 을 철회하도록 하

119) Allan Ryan, “Primary Responsibilities and Primary Risks: Australian
Defence Forc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Force East Timor,” Land
Warfare Studies Centre Study Paper, No. 304 (2000), pp. 35-36.
120) ANZUS(The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태평
양안전보장조약)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3국의 공동 방위체로 1951년 체결되었
다.
121) Henke, 2012, p. 164.
122) Henke, 2012,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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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IBRD 역시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59억 달러의 국제차관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123) 또한
다국적군 주도국 호주를 ‘신뢰’하며 ‘인도네시아는 안보의 회복을 위
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는 클린턴 미
국 대통령의 발언은 호주 주도를 반대하고 ASEAN의 주도를 추진하
려던 말레이시아의 사기를 꺾고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124) 실제로 많
은 ASEAN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다국적
군 파병에 동참을 꺼려했던 것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
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였다.125)
나아가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를 ‘미국의 허락’에 의한 수동적
결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동티모르 문제 전반에서
호주 정부가 실천한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그에 따른 위치 권력에 있
다. 태평양 제도 지역 곳곳 공관과 더불어 동티모르에는 영사를 주둔
시킨 호주는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정보 확보에 있어서 세계의 안보
파수꾼으로 이름 되는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앞서 언급
된 미국 정부의 정보 전달 요청과 더불어 다국적군 내 호주의 역할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신뢰 표명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하겠
다.126) 또한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독립과 관련하여 목전지역의 불안
정을 우려하여 ‘현상 유지’를 최선으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에
반대하던 시기, 미국 정부가 밀리샤의 잔혹 행위에 대한 정보전달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고,127)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 스탠리 로스
(Stanley Roth)가 동티모르로의 평화유지군 개입을 제안하자 강한 반
대를 표현하였으며, 이에 당시 평화유지군 개입에 대한 논의에 진전
을 보이지 못했다.128)
123)
124)
125)
126)
127)
128)

김열수, 2003, p. 88.
Henke, 2012, p. 166.
Henke, 2012.
동티모르 영사 주둔에 관하여서는 Downer, March 31 1999 참조.
Fernandes, 2008, p. 91.
Fernandes, 2008,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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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호주 정부는 20여 년간 UN과 미국, 인도네시아, 동티모
르 독립 운동 세력, 태평양 제도 국가들 등 동티모르 문제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즉 호주는 동티모르 사태의 발발 이전부터
일찌감치 관련 행위자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시도했고, 이렇게 형
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행위자들 간의 균열을
채우는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호주는 네트워
크 상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여 상당한 정보력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동티모르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차단
시키기도 하는 등 타행위자들과의 ‘관계'에 기반 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동티모르 다국적군 구성과 ASEAN의 역할
호주 정부는 동티모르 문제 전반과 특별히 1999년 동티모르 사
태 및 다국적군 파병의 이슈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큰 영향력
을 끼치는 주요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자국의 적극적인 개입
과 파병 주도에 대해 호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가 갖는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책임은 인도주의적 가
치 추구보다는 태평양 제도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군
사력 등 내적 속성에 기반 한 것으로 설명되었다.129) 실제로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1971년

창설

된

남태평양포럼(South

Pacific

Forum)130)의 리더 격으로 추앙되었으며, 이 지역 도서 국가들의 이
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 등 지역의 ‘헤게모니’라는 이
미지를 가질 만큼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131)
129) Howard, August 13 2004; Cotton, 2003, p. 37.
130) 2000년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131) Rosaleen Smyth, Nii-K Plange and Neil Burdess, “Big Brother?
Australia’s Image in the South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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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워드 정부는 ‘특별한 책임’과 더불어 ‘국익’의 개념을 통
해 국내적으로 파병과 파병 주도의 정당성을 찾았다. 예컨대 당시 국
방부 부장관을 역임한 휴 화이트(Hugh White)는 평화유지군의 파병
이 불가피해진다면 호주 정부가 주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32) 하워드 정부가 상정하는 ‘국익’
의 범위는 국가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때로는 지역에서
의 확장된 영향력을 포함하기도 했다. 예컨대 다우너 외교부 장관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국익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으며,133) 하
워드 총리는 파병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할 때에 ‘안보와 지역의 안정,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익으로 상정했다.134)
호주 정부의 이러한 설명들을 바탕으로 피치 등 현실주의적 시
각을 가진 학자들은 호주의 파병 주도를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경
제력을 바탕을 통해 더 큰 이익과 영향력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설명
한다.135)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동티모르 독립 문제 전
반과 동티모르 사태 해결 과정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
이자 사례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분명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 결정에는 호주 정부의 면밀한 사태
파악과 지역에서의 세력 강화 및 안보·경제적 이익 확보 등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동티모르 사태 해결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만들어 낸 네트워크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의 성격이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와 다국적군 구성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앞서 논했던 바와 같이 미국과 UN의 지지를 얻은 호
International Affairs, Vol. 51, No. 1 (1997), pp. 37-51; Eric Shibuya,
“The Problems and potentials of the Pacific Islands Forum,” in Jim Rolfe
(ed.), The Asia-Pacific: A Region in Transition (Honolulu: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04), pp. 102-115.
132) White, 2008.
133) Downer, March 31 1999.
134) House of Representatives, Parliamentary debates: Official Hansard
(Commonwealth of Australia, September 21 1999), pp. 10025-10030.
135) Piets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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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파병 주도에 보다 유리할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몇 ASEAN 회원국들과는 파병 및 파병 주도의 이슈를 두고 대립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관계의 성격은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물론 타국
들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호주 정부는 동티모르 사태 발발 직후부터 미국과 UN,
동티모르 독립 세력 등 주요 행위자들과 파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
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국적군 파병에 동의하기 전까지 파병 주
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표 1] 참조). 특별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병 반대는 단순히 호주-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악화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ASEAN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같은 예
민한 문제로 인해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들 대부분이
파병을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시아는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를 비난하며 ASEAN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의 구성과 파병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호주의
주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대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무하마드(Mahathir Mohamad) 독재정
권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판 등으로 크게 악화된 후 회복되지 못한
양국의 관계가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에 제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
다.136)
말레이시아 등 파병 주도를 원했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
고 주도국으로서 여러 ASEAN 회원국들을 포함 23 개국의 참여를 이
끌어낸

호주의 역량 역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내적 속성보다

네트워크에 기반 한 능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ASEAN 차원
에서는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가 타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동원
시키는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호주에 비해 의지 표명이
늦었을 뿐 아니라 동티모르 독립 운동 세력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136) 호주와 말레이시아 관계에 관해서는 John Funston, “Australia-Malaysia
Relations: A Maturing Partnership,” in Zaniah Marshallsay (ed.),
Australia-Malaysia Relations: New Roads Ahead (Clayton: Monash Asia
Institute, 1996), pp. 90-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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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137)
호주 정부가 비록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는 못하
였지만 ASEAN 회원국들의 다국적군 참여를 목적으로 행해졌던
ASEAN 대상의 네트워킹 전략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크게 우려한 ASEAN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호주 공군 중장 덕 라이딩(Doug Riding)이 ASEAN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와 동시에 각국의 요
구 사항을 들으며 타협점을 찾아갔다.138) 이에 ASEAN의 주요 회원
국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는 공식 석상에서 ‘인도적 구호 임무
(humanitarian-relief task)’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병에 동참
하게 되었다.139)
또한 인도네시아의 동의 역시 파병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
적인 요소였는데,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미국과 유지해 온 긴밀한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발휘를 시도했다. 다국적군 파병에 있
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이었지만, 호주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당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IMF 등을 통한 경고와 더불어 클린턴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 등으로 인도네시아를 압박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140)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아닌 호주를
주도국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하여 침묵을 지켜온 말레이시아와는
다르게 호주 정부는 UN의 파병 승인이 있기 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및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 소통은 물론, 외무부 장관 다우너가 동티모
르인들의 민족 지도자인 주교 벨로와 호르타, 독립 동티모르의 초대
137)
138)
139)
140)

Ryan,
방문의
Ryan,
Ryan,

2000, p. 51
구체적 내용은 본 논문의 V장 참조.
2000, p. 40.
2000, p. 40; 김열수, 2003,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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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구스망을 만나는 등 동티모르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41) 또한 1998년 동티모르 지
도자들을 대상으로 독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태 파악과 예측에 주도적인 면모를 보여 왔으며, 호주에 대한 국제
사회 전반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142)
이러한 노력의 결과의 성과로서 독립 운동을 이끌던 동티모르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ASEAN의 주도
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은 물론,143) 적극적이고 직접
적이었던 호주 정부의 조기 접촉에 있어 독립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
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구스망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144)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6일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
난(Kofi Annan)은 하워드 총리에게 다국적군 주도 역할을 공식적으
로 제안하였고, 미국과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 역시 지지 의사를 표
명하였다.

141) Downer, March 31 1999.
142) Alison May McPhail, John Howard’s Leadership of Australian Foreign
Policy 1996 to 2004: East Timor and the War against Iraq (Ph.D.
Dissertation, Griffith University, 2007), pp. 1-269.
143) The Jakarta Post, “Belo rejects plan to replace Australia as Interfet
leader,”
October
19
1999.
http://www.thejakartapost.com/news/1999/10/19/belo-rejects-plan-replac
e-australia-interfet-leader.html (검색일: 2014년 11월 1일)
144) Downer, March 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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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호주 국내 정치적 변환의 과정과 결과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을 두고 이러한 대외적 논의가 진행될
당시, 호주 국내에서도 호주의 역할과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담론이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로의 파병과 다국적군 주도의 문제는 - 재정적 부담과
사상자 발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 여야 간의 대략적 합의뿐 아니
라 국민적 지지 또한 얻은 이슈였다는 것이다.145) 또한 1975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호주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 인
정’의 입장 역시 초당파적 합의에 기반 하였으며, 그 20여 년간 동티
모르 독립의 문제는 국회는 물론 호주 국내 전반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이슈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분명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에서 ‘다국적군 파병 주도’로의 극
적인 전환은 III장에서 밝힌 대외적 요인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으
며 본 장의 목적 역시 앞서 논한 글로벌 수준의 동학이 갖는 함의를
부인하는 것에 있지 않다.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의 독립과 호주 정부의 파병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일부 단체의 사회적 운동을 넘어 국민적 지지의 수준으로 확장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호주 국내의 동학의 기저에는 야
당 일부 세력의 차별화 전략이 있었고, 이러한 시도는 - 비록 파병
결정과 다국적군 구성은 철저히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 20여 년간 이어진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이라는
초당파적 합의에 균열을 일으킨 첫 사례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연구 질문의 후반부인 ‘어
떻게 다국적군 파병을 주도하였는가?’에서 파생된 다음과 같은 질문
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다국적군 파병 및 주도의 결정에 있
어 호주 국내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정치 및 사회의 대립의
145) Smith, 2005; McDoug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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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는 어떠하였는가? 또한 대립의 해소 혹은 합의 과정은 어떠하였
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시도로써 본 장에서는 국가 행위자
내부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보이기 위하여 ‘이익(interests), 제도
(institutions), 관념(ideas)’ 등 세 변수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주목하
고자 한다.

1. 초당파적 외교 정책의 균열
1970년대 이후 오랜 기간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동티모르 독립 문제가 국내 정치 수준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대 후반 야당 일부 세력의 시도였다. 1997년 하워드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의 대변인 브레러턴(Laurie Brereton)은
총선을 앞두고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 군부의 학살과 각종 인권 유
린 행위를 고발하며 이와 동시에 호주 정부의 오랜 방관을 비판함은
물론, 하워드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동티모
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
데, ‘인권외교’와 ‘민족자결권’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며 이를 플
랫폼 삼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환을 추구해야함을 주장했다.
브레러턴 세력의 이러한 시도는 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켜 동조 세력이 점차 확장되었으며, 나아가 브레러턴 세력은
1998년 9월 ‘인권외교’를 대외정책의 새로운 근간으로 삼을 것을 제
안하였는데,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이 이러한 제안의 핵심이었다.146)
이러한 시도가 갖는 함의는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이라는 초당파적 정책에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만들어낸 첫 사례
였다는 것이 있으며, 이후에도 ‘민족자결권’은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
146) Laurie Brereton, “Acting on Principle: Labor’s Human Rights
Diplomacy,”
News
Release,
September
15
1999.
http://www.capmon.com/intranet/election98/electpol/alp/p0915030.pdf (검
색일: 2014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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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호주 정부와 여당 역시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
-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동요 등
– 을 경험하며 동티모르 문제를 기존과 같은 태도로 대응할 수 없다
는 결론에 이르렸고 새로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였다.147) 그러나 하워드 정부와 여당 측은 브레러턴의 인권외교라
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거부함과 동시에 ‘국익’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티모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하였다. 예컨대 다우너 장관
은 브레러턴의 새로운 관념을 거부하며 그간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
정해 온 노동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의도가 총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148) 기존의 현실주의적 시각을 유지하여 ‘국익
실현’에 기반 한 호주 군의 파병을 주창하였다.149) 나아가 하워드 총
리는 호주의 국익을 ‘안보와 지역의 안정,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로 상정하면서 ‘국가에게 영원한 친구란 없고 영원한 이익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영국 정치가 팔머스톤(Lord Palmerston)의 발언을 인용
하여 파병의 목적과 배경을 분명히 했다.150) 다시 말해 앞서 설명되
었던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여당과 야당 모두 궁극적
으로는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군사력의 개입을 통한 동티모
르 독립의 지지에 동의하였지만, 군대의 성격과 역할에 있어 ‘인권외
교’와 ‘민족자결권’의 관념을 앞세운 야당과 달리 여당은 ‘국익의 실
147)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East Timor: Final
Report of the Senate Foreign Affairs (Commonwealth of Australia,
December
2000).
http://www.aph.gov.au/~/media/wopapub/senate/committee/fadt_ctte/co
mpleted_inquiries/1999_02/east_timor/report/report_pdf.ashx
(검색일:
2015년 1월 3일)
148) East Timor and Indonesia Network, “Major East Timor Policy Shift On
Eve
Of
General
Election,”
September
29
1998.
http://etan.org/et/1998/september/sep22-30/29major.htm (검색일: 2014년
8월 6일)
149) 외무부 장관 다우너는 국익의 범위 설정에 있어 경제적 이익 또한 포함됨을 명
시적으로 나타낸다(Downer, March 31 1999 참조).
150) House of Representatives, September 21 1999, p. 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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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파병 결정과 다국적군의 구성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야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
적이었으며, 브레러턴의 움직임 역시 야당 내부의 분열로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호주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계기
로 동티모르 내에서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태평양 제도 지
역에서의 리더십을 확장시킨 것은 브레러턴 세력이 제시하였던 ‘인권
외교’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과 임
무 수행의 내용은 정부와 여당 측의 구상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러턴 세력의 새로운 관념 제시와 잇따
른 개혁 시도가 갖는 함의는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묘
한 온도 차이를 파악한 야당 일부 세력이 20여 년간 국내 정치의 쟁
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이끌어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한 첫 사례라는 것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1999년 9월
12일에 실시된 여론 조사의 결과가 나타내듯 국민들은 ‘국익’뿐 아니
라 ‘인도주의적 필요’라는 이유에 기반 하여 동티모르로의 파병을 지
지하였는데,151) 이는 새로운 관념 제시에 기반 한 브레러턴 세력의
도전이 부분적 성공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다.152)

2. 동티모르 독립 지지 활동의 확산과 한계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문제 해결을 둘러싼 호주 내 담론에는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나타나는데, 눈에 띠는 행위자로는 앞서 언급 된 야당 브레러
턴 세력과 이와 대립각을 보인 정부·여당 세력은 물론, 당 내 주도권
151) McDougall, 2002, p. 601.
152) 이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티모르로의 파병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77%에 달하고
(Smith 2005, p. 18), 이들의 지지 배경으로는 ‘국익’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필요’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McDoug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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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기 위해 여당과 뜻을 함께한 야당의 케빈 러드(Kevin Rudd) 세
력, 오랜 기간 동티모르의 독립과 인권 수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한 인권 단체, 종교 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호주 내에서 활동하는 인권 단체, 가톨릭 교회, 동티모르
이민공동체 등은 정부의 동티모르 독립 지지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행
위자였다.153) 이들은 동티모르의 독립과 동티모르 주민들의 인권 수
호 등으로 상정되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975년부터 지속된 인도네시아 주권 인정 및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라
는 호주의 초당파적 외교 노선을 바꾸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들이
국민적 지지 혹은 정치적 로비의 성과를 얻지 못한 원인은 다양하겠
지만,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하워드 정부 이전에는 동티모르 문
제가 호주 국내 정치의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선거 공약에 있어 조세정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대외정책의 특성, 나아가 브레러턴이 민족자결권의 관념을 제
시하기 이전까지 초당파적 합의가 견고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언론의 역할과 야당 세력의 움직임,
누출된 정보기관의 자료 등을 통해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국내외적으로 동티모르 내 인권 유린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의 입장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1999년 초, 브레러턴
은 학살 등 인권 유린의 책임이 일련의 사건들을 묵인하거나 숨겨온
호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민족자결권과 인권 등을 강조하
며 국내외 시민 단체들의 지지 속에서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제안하기
에 이른다.154) 브레러턴은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특별히 무장 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시민단체가 산타크루즈 학살 동영상 등을 입수하고

153) McDougall, 2002, p. 601.
154) Brereton, September 15 1999; Alexander Downer, “Brereton Claims
Disgusting,”
Media
Release,
April
23
1999.
http://www.foreignminister.gov.au/releases/1999/fa040_99.html
(검색일:
201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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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후반), 누출된 정보기관의 자료 등을 통해 호주 정부가 인도
네시아의 학살 행위를 알면서 묵인해왔던 상황들이 밝혀지는(1999년
초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적 배경과 맞물리면서 브레러턴
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고, 이는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 권
한을 가진 다우너 장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155)
이러한 브레러턴 세력의 부상에 제동으로 작동한 것은 노동당
내부의 분열과 이를 활용한 여당의 전략이었다. 민족자결권과 인권외
교의 제시가 노동당 내부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급진적인 브레러턴의 구상에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상
황이었다. 당시 여당 측은 이러한 노동당 내 분열을 활용하였던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당 소속 케빈 러드 의원을 통해 노동당 내 브
레러턴 반대 세력을 집결시키고 브레러턴이 제안한 동티모르 문제 해
결 방법에 반대하는 등 분열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156) 이는
당시 평의원(backbencher)이었던 러드에게 있어 당내 영향력 확보
및 확대의 기회가 되었으며, 나아가 러드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고 독자적 방문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당내 대표의 만류
로 실제 방문은 무산되었지만, 이는 일련의 국내 담론 경쟁에 초국적
네트워크 역시 동원되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인도네
시아 정부가 러드를 초대한 한편 브레러턴의 방문 요청은 거절하고,
나아가 러드가 이러한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은 브레러턴의 외교 노선
에 대한 러드 세력의 확고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는 계기이자 당내 분
열의 심화를 나타내는 계기로 보여진다.1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 및 평화집행을 목적으로 한 다국
적군이 결국은 파병되었고, 민족자결권에 의거하여 동티모르인들이
155) Fernandes, 2008, p. 90.
156) The Australian, “Alexander Downer accuses Kevin Rudd of Labor
betrayal,”
July
31
2010.
http://www.theaustralian.com.au/national-affairs/alexander-downer-accu
ses-kevin-rudd-of-labor-betrayal/story-fn59niix-1225899504122?nk=dc4cd
3752ff3c610af61dcf9623e5d3e (검색일: 2014년 7월 6일)
157) Fernandes, 2008,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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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독립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브레러턴 세력의 승리를 나
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티
모르로의 파병과 호주의 파병 주도는 정부와 여당의 현실주의적 목표
가 부각된 전략의 면모가 보다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후술하겠
지만 기존 제도에 따라 ‘파병’의 결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절
대적이며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개입이 극히 제한적임은 물론, 나아
가 정부는 다국적군 파병 주도의 배경을 설명할 때에 브레러턴이 제
기한 ‘인권외교’등의 개념 대신 하워드 총리와 다우너 장관 등 여당
세력이 주장한 ‘국익’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호주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야당 및 특정
이익 단체의 압력 등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파악하
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단정 짓는 것에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 지지’로부터
‘동티모르 독립 지지’로의 급격한 정책적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 이전
에는 부재에 가까웠던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의 활동과 담론이 활발하
게 형성되고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도네시아 정부 지
지라는 수십 년 간의 초당파적 합의에 균열을 만들고 나아가 동티모
르 문제를 정치·사회적 화두로 이끌어 낸 브레러턴 세력의 부분적 성
과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3. 국민적 파병 지지와 부분적 성과
브레러턴은 1997년 동티모르 ‘민족자결권’이라는 관념의 제시를
시작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며 정부와 외무부 장관, 여당의
행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민족
자결권, 인권 수호와 같은 개념은 이후에도 동티모르 문제에 있어서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브레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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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노동당 내부는 물론, 호주 국내 정치와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결정적인 정책적 변화와 실행에 있어서 야당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예컨대 하워드 총리는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야당의 임시 국회 소집 요청을 거절하였으며(1999년 9월 12일),
사흘 후인 9월 15일 공식적으로 다국적군의 주도를 일방적으로 발표
하고, 다국적군은 국회의 동의 없이 9월 20일 동티모르로 파병되었다
([표 1] 참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에 형성 및 작동되고 있던 관습
(convention)과 관례(practice)라는 제도의 영향이 컸다.158) 호주 헌
법은

군사적

명령의

권한이

영국

여왕의

대리인인

총독

(Governor-General)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지만, 관습적으로 총독의
역할은 조언과 충고를 건네는 것에 그치며, 실제로는 정부(the
executive government)의 결정에 국방부가 따르는 형태이며, 나아
가 국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것이 관례이
다.159) 즉, 정부의 이익 관철과 결정권을 극대화시키는데 유리하게 형
성되어있던 기존 제도가 야당에게는 제약으로 작동하여 동티모르 다
국적군 파병에 관한 논의에 있어 야당은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야당 브레러턴 세력의 성과
는, 구체적 실천 사항을 포함한 인권외교의 개념과 더불어 평화유지
군 파병의 주창과 같은 제안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제도적 변화를
도출해냈다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그는 평화유지군을 통한 국제사회
의 개입을 주창하고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제도의 형성을 제안한 최초의 국내 유력 정치인으로 꼽히는
158) 본 연구에서는 관습의 개념을 확장시켜 문화, 관습, 규범, 전통 등까지 제도로
인정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을 원용한다
(Thelen and Steinmo, 1992; Leander, 2000).
159)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Waging war:
Parlia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London: The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2006),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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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60) 동티모르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유지군 파병, 인권외교의 실천
으로서 국제적 모니터링(international monitoring presence)의 설
립, 아태지역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re)
설립, 동티모르 특사 파견, 인권 대사 임명, 인권에 기반 한 대외원조
시스템 개발 등의 제도적 변화를 제안하였다.161) 이 중 특사 파견과
평화유지군(후에는 다국적군)이 현실화 되었으며, 인권 센터의 설립은
부재하였으나 파병 직후부터 다국적군이 65개의 NGO와 직·간접적 관
계를 맺으며 원조의 분배,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 동티모르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등 동티모르 문
제 해결을 위한 호주 정부의 대책들이 브레러턴이 제안한 그것과 상
당 부분 유사한 모습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162)
또한 브레러턴이 창설을 주창하였던 제도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하지만, 다국적군의 운영을 위해 새롭게 도입 된
제도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999년 9월 7일 설립된
국방부 산하의 ‘East Timor Policy Unit’로서, 국방부를 위한 정치,
군사적

안내와

정책

지지의

업무를

담당했다.163)

두

번째는

‘INTERFET Branch’으로 역시 국방부 산하의 부처로 파병 군대의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구성을 맡게 되었다.164)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립된 부처인 ‘East Timor Crisis Centre’는 다국적군 관련
정책과 정보를 책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았다.165)
이렇듯 새롭게 형성된 제도는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관
련 행위자들의 이익과 정체성 등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예컨대 새롭
160)
161)
162)
163)

Fernandes, 2008.
Brereton, September 15 1998.
Ryan, 2000, p. 108.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Management of Australian Defence
Force Deployments to East Timor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
0
0
2
)
http://www.anao.gov.au/uploads/documents/2001-02_Audit_Report_38.pdf
(검색일: 2015년11월 2일).
164) Henke, 2012.
165)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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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립된 부처들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소속이라는 사실은 타국으
로의 개입(intervention)이 필연적으로 안보와 경제 등 타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특
성은 동티모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호주 정부가 태
평양 지역에서 실행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 영향
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 초에 실행된 솔로몬제도
등으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도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총괄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개발협력 정
책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북유럽의 개발협력 정책 등과는 상이한 호주
개발협력의 특성을 의미한다.166)

166) 북유럽의 개발협력 모델에 관해서는 이숙종 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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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된 1999년의 주요 사건167)
일시

사건
인도네시아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 대통령,

1월 29일

동티모르 주민 투표 시행에 동의
국가안전 보장 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2월 9일

of Cabinet)와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외교적 실행계획(diplomatic action-plan) 필요에 합의
국방부 장관 존 무어(John Moore),

3월 11일

2군에게 28일간의 작전준비태세 명령

8월 30일

동티모르 주민 투표 실시

9월 4일

투표결과 공개: 78.5% 독립 지지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

9월 6일

하워드 총리에게 주도국 역할 제안

9월 12일

하비비 대통령 국제사회의 개입에 동의

9월 12일

호주 여론 조사 결과 발표: 77% 동티모르로의 파병 지지

9월 12일

야당의 임시 국회 소집 요청, 하워드 총리 거절

9월 14일

공군 중장 덕 라이딩(Doug Riding),

-18일

동남아 국가들 방문, 파병 참여 요청

9월 14일
9월 15일

코피 아난 사무총장,
다국적군 주도 역할 요청 공식 편지 전달168)
UN 안보리 결의 1264호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
동티모르 다국적군 창설 승인

9월 15일

하워드 총리, 다국적군에의 호주 개입 공식 발표

9월 16일

INTERFET 작전 명령 Stabilise 하달

9월 16일

인도네시아, 호주와의 안보협정 일방적 파기

9월 20일

동티모르 다국적군(INTERFET) 공식 파병

167)

본

내용은

Australian

Ryan,

Forces

2000;

McPhail,

Abroad

and

2007;

Nautilus

Australia

About
Timor-Leste.

Institute,

in

http://nautilus.org/publications/books/australian-forces-abroad/east-tim
or/#axzz39i7a94VO (검색일: 2014년 7월 6일) 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168) 이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9월 6일에 먼저 주도국 역할을 제안하였으므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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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파병 주도의 과정과 지역 내 영향력 확장
앞서 III장에서 논해진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국제사회에서
는 동티모르 사태 해결이라는 이슈의 구조가 열리고 특별히 파병 주
도의 역할이 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UN과 미국 등의 지지로 사태
해결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호주가 그 공
백을 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호주가 파병을 주도하게 된
것은 일정 부분 구조의 영향이며 경제력과 군사력 등 속성에도 기반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공적인 파병 주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가행위자의 의지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호주가 어떠한 전략
으로 파병을 주도하였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본 장에
서는 파병 결정 과정과 다국적군 구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번역’의 틀
을 통해 분석하는데, 특별히 국제정치학적인 시각으로 원용된 외교
전략으로써의 번역의 네 단계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 편 모으
기, 표준 세우기)를 분석 틀로 삼고자 한다.169)

1. 국가 행위자들의 입장 파악
호주 정부는 1999년 9월 15일 UN안보리의 다국적군 공식 승인
이 있기 전부터 다양한 행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수
준의 대화의 장에서 국가행위자들의 참여 의지와 이해관계 등을 파악
하였는데, 1999년 9월 APEC과 UN총회를 논의의 장으로 활용한 사
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170) 먼저 APEC은 1999년 9월 11과 12
월 14일 호주 정부로부터 발송된 편지는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했다(Ryan, 2000,
p. 34).
169) 유의할 점은 이러한 번역의 네 단계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순차적이거나 분리되
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중복되거나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
배, 2014b,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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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양일에 걸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는데, 공식 일정에 앞서
하워드

총리는

9월

9일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f

economic and foreign ministers)에서 각국 대표들과의 양자 회담
의 자리를 마련했다.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이 회의에서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과 필리핀,
태국 등은 지지를 표현했다.171) 이로부터 닷새 후인 9월 14일 뉴욕에
서 개최된 UN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UN에서 근무하는 호주인들의 도움으로 다우너 장관은
공식 행사 이외에서도 각국 대표들과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를
촉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17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호주 주도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
은 국가들의 구도가 명확해졌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호주 주도에 대
한 불만으로 불참의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다국적군은 ASEAN 회원
국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파
병 논의의 초반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 구성에 대한 무조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곧 새로운 의사를 표명하며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
갈 등 3개국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 중립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가 행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사례는 네트워크 외
교 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프레임 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상의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의 이
해관계와 관계구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네트워크의 전체적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된다. 나아가 프레임 짜기의 단계는 이러한 네트
170)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Australia’s Involvement in Peacekeeping Operations (Commonwealth of
Australia,
August
2008).
http://www.aph.gov.au/binaries/senate/committee/fadt_ctte/peacekeeping
/report/report.pdf(검색일: 2014년 7월 6일); Henke, 2012; Ryan, 2000.
171) Cotton, 2004.
172) Ryan, 200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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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주도하
고 네트워크를 흐르게 하는 등 자국의 위치와 입지를 부각시킬 수 있
는 적절한 대응이 시작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논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한 국가행위자들의 성명
발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9월 15일 성명 발표를 통해 다
국적군 참여를 밝힘과 동시에 자국이 동티모르 사태 논의 초기에서부
터 호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강조하였다.173) 캐나다 역시
동티모르 사태 해결에 개입을 시도하던 또 다른 국가행위자라 할 수
있는데, 인간안보와 대외정책의 전략적 연계를 표방하던 당시 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동티모르 사태 발발 직후부터 국제사회 여러 논의의
장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캐나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거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
기시키는 것에 있어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나, 9월 8일 자국 UN
대사를 통해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였고 APEC에서 역
시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였다.174) 한국의 경우 APEC에서의 양자회
담을 계기로 호주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군 파병 의사를 피력했다.175) 필리핀과 태국은 인도주
의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이유로 파병 의사를 밝혔다.176)
요컨대 APEC과 UN총회 등을 통해 호주 정부는 자국이 주도하
고자 하는 파병의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국가행위자들이 어떠한 태도
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 – 즉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해 - 는 이후 호주
173) UN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 Authorizes Multinational Force
in
East
Timor,”
Press
Release,
September
15
1999.
http://www.un.org/press/en/1999/19990915.sc6727.doc.html (검색일: 2015
년 11월 2일)
174) Ryan, 2000, p. 58.
175)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8
1&pageFlag= (검색일: 2015년 11월 2일)
176) Ryan, 200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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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국을 설득·회유하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하고 면밀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2.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두 번째 단계인 맺고 끊기는 기존 네트
워크 상에서 수립되어 있던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와 다양한 행위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맺기’의 전략을 적극
적으로 실행하며, ‘끊기’ 역시 부분적으로 감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별히 파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던 1990년대 후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호주 정부의 맺기 전략에 있었으며, 이
런 노력으로 인해 호주는 동티모르 사태와 다국적군 파병에 있어 ‘근
접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 근접 중심성이란 행위자 간
의 거리가 가능한 한 가깝게 하여 최소 단계를 거쳐 많은 행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이다.177)
1990년대 후반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던 기
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동티모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였는데,
1998년 독립에 대하여 동티모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를 비롯, 외무부 장관 다우너가 동티모르 민족 지도자인 구스망 등
을 직접 만나고, 호주 국가개발처(AusAID)가 1999년 3월 동티모르에
직접 방문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178)
특별히 호주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 ‘기존 파병국들(troop
contributing countries)’에 있어서는 하워드 총리가 직접적으로 연

177) 김상배, 2014b.
178) Downer, March 31 1999.

- 71 -

락을 취하는 노력을 보였고,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 있어서는 ‘영국
연방’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피력하며 파병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
다.179) 이렇듯 호주 정부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다국적군 파
병 주도에 힘을 실어 줄 새로운 관계 형성, 즉, 맺기의 전략을 통해
근접 중심성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반면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 끊기
를 감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논해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는 호주 대외정책의 주요한 축이었으며, 이는 상당
한 규모의 원조 금액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180) 그러나 동티
모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더불어
파병 주도를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의 기회로 판단한 호주 정부
에게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지 및 옹호하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후반 호주는 인도네
시아 정부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이 점차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
음을 알리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1998년 주 인도네시아 호주 대사관이 동티
모르 외부에 거주 중인 동티모르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179) Cotton, 2004, pp. 95-96.
180) 호주 외교통상부는 2013-14 예산 집행에 있어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원조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라고 명시하는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인도네시아는 파
푸아뉴기니에 이어 호주 정부 원조 제2의 수원국이었으며, 2000-2001년 기준으로
는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에 이어 3위로 나타난다. 참조: Budget,
http://www.budget.gov.au/2000-01/minst (검색일: 2014년 6월 22일);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tistical Summary
1999-2000: Australia’s Overseas Aid Program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1)
http://aid.dfat.gov.au/Publications/GreenBook/Documents/green_book_99
00.pdf (검색일: 2014년 6월 23일);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ummary of Australia's Overseas Aid Program 2013-14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3)
http://aid.dfat.gov.au/Publications/Pages/summary-budget-2013-14.aspx#
aidprogram (검색일: 2014년8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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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압도적으로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를 인도네시아 하비비 대통
령에게 전달하였고, 나아가 호주 총리 하워드는 1998년 12월 19일
하비비 대통령에게 동티모르 민족자결권의 인정을 직접적으로 제안하
기도 하였다.181) 이렇듯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나아가 다국적군 주도를 추진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개
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였지만 호주 정부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군 파병 나흘 전인 1999년 9월 16일,
1995년에 체결한 호주-인도네시아 안보 협정을 파기하기에 이른
다.182) 비록 안보 협정의 파기가 호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만, 과거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던 호주가 인도네시
아 대통령에게 직접 동티모르 독립 투표를 제안하고, 다국적군의 주
도국으로 나선 것은 일정 부분 관계의 끊어짐을 감행한 선택으로 보
여 진다.
이러한 맺고 끊기의 전략은 단연 국가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
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UN과 NGO 등 비국가행위자들 역시
다국적군 구성과 임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호주와 직·간접적인 관계
맺기 – 때로는 끊기 – 의 대상이 되었다. 특별히 호주 정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UN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예
컨대 호주 정부는 동티모르 사태 발발 직후는 물론, 1999년 3월 –
즉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부와 국제사회 여론이 보이는 변화의
조짐을 통해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갖기 시작할 무렵
-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UN의 입장 파악하고 파병 시 UN과의 긴밀
한 협조를 약속하기 위해 UN 평화유지활동사무국(UNDPKO)에 육군
장교를 보내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183) 이러한 사전적 조치와 더
181)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East Timor: Final
Report of the Senate Foreign Affairs (Commonwealth of Australia,
December
2000).
http://www.aph.gov.au/~/media/wopapub/senate/committee/fadt_ctte/co
mpleted_inquiries/1999_02/east_timor/report/report_pdf.ashx
(검색일:
2015년 1월 3일)
182)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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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UN 사무총장과 호주 총리 간 직접 논의 등 UN과의 관계 맺기
가 계속되었고, 자연스럽게 1999년 9월 본격적인 파병 논의에서 호주
가 담론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호주 정부에게 있어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는
단순한 국제 분쟁 해결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그 이상의 의미였다. 호
주 정부는 여러 정부 보고서를 통해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계기로 표현하였는데,184) 실
제로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이후 2000년 ‘비케타와 선언(Biketawa
Declaration)’185)과

2003년

‘협조적

간섭

정책(Co-operative

Intervention)’186) 등 제도·정책적으로 개혁적인 변환이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솔로몬제도, 피지, 통가 등 목전 지역 취약 국가의 내
부 분쟁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임무와 그 수행 과정은 이러한
호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국가
건설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부-비정부기관의 협
력과 관계의 성격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하게 여겨졌다. 동티모
르 다국적군의 경우 특별히 구호물자 분배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영
역에서 NGO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다국적군이 동티모르에 주둔하던

183) Henke, 2012, p. 152.
184)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97.
185) 2000년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 회원국들이 채택한 비케타와
선언(Biketawa Declaration)은 회원국 내부의 분쟁이나 위협에 있어 호주의 군사
적 개입을 합법화시키고 개입의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호주의 지위와 영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군사력의 개입을
기반으로 국 건설 전반의 개혁을 돕는 호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태평양 지역에
서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V장 참고.
186) 다우너 독트린(Downer Doctrine)으로도 이름되는 ‘협조적 간섭 정책
(Co-operative Intervention)’은 기존의 hands-off(불간섭주의)의 태도에서
hands-on, 즉 태평양 지역으로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정책적 전환이었다. 이
러한 전환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911 사건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과의 동맹관계, 또한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등이 꼽힌다. 참조: Colonel Peter
Brown, Australian Influence in the South Pacific (Department of
Defe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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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티모르

내에는

약

65개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sations)가 활동하고 있었고, 그 중 23개가 UN 기관(UN
agencies)이었는데,187) 호주 정부와 UN 기관 간의 관계 맺기는 비교
적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타 NGO들은 ‘평화유지활
동의 계획 수립과 구상에 있어 크게 소외’188)되는 등 호주 정부와 비
교적 느슨한 관계를 가졌거나 일부 NGO는 호주 정부의 의도적 관계
‘끊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0년 2월 28일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임무가 공식 종
료되고 UNTAET로의 임무 이양이 이루어졌지만, 호주 정부는 2002
년 2월과 5월, 2004년 5월과 2005년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동티모르
내 UN의 활동을 돕기 위한 병력과 경찰력을 지원하였으며, 동티모르
의 국가 재건을 돕는 부분에 있어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UN과의
협력으로 Australia-East Timor Police Development Program과
Law and Justice Development Program 등의 호주-UN 협력 프로
그램을 개발 및 실행했다.189)
반면 UN 기관을 제외한 여타 NGO들과는 공식화되지 않은 느
슨한 관계를, 일부 NGO에 대해서는 ‘끊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다국적군과 NGO 간 협력과 교류는 상당히 부족하였는데, 인도적 지
원의 초기 구상에서 NGO가 배제되었으며, 이후 구호물자 분배와 의
료 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제공에 있어 NGO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
이 인지된 이후에도 다국적군-NGO 간의 공식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90) 다국적군은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NGO에 대한 재정
적 지원과 NGO들 간의 중재 등 다소 산발적인 도움만을 제공하였는
데, 이에 대해 호주의 코스브로그 사령관(General Peter Gosgrove)
은 NGO들의 각기 다른 성격과 목적의식, 일부 NGO가 군부에 대해
187) Ryan, 2000, p. 108.
188) ‘...NGOs remain largely outside the formal structure for conceiving
and planning peacekeeping operations...’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198)
189) Nautilus Institute, 2013.
190) Ryan, 2000,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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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반감 등을 언급하며 그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191) 나아가
호주 정부는 일부 NGO에 대한 ‘끊기’ 전략을 보이기도 하였다.
Forum Tau Matan 등 동티모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몇몇 NGO
에 대한 재정적 지원(해외 원조 지원 계약)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사례
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 중단은 이들 NGO의 공통점은 호주 정
부에 대한 비판 – 특별히 독립동티모르와 호주 사이에서 이루어진 티
모르갭 자원개발권 논의에 대한 비판 – 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있었
다.192)

3. 협업외교의 실천: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외교 전략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 편 모으기’
는 이전 단계들을 통해 파악된 관계들을 수습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연결망의 형성을 넘
어 내 편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이미 관계
가 형성 된 행위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자
원을 활용하게 된다. 호주는 때로 ‘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라는 평가
를 받지만, 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솔로몬제도 지역 지역단(RAMSI) 등
의 사례가 나타내듯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동
류집단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였다. ‘집합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
업외교’는 비강대국, 즉 강대국에 비해 단독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효과적인데,193) 강대국 미국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호주
정부는 파병과 관련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타국들의 참여를 유도해
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는 UN에
의해 다국적군 파병이 승인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직접
191)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198.
192) Pietsch 2010, p. 27; Nautilus Institute, 2013.
193) 김상배, 2014b,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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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 형성을 시도하였는데, 파병 동참을 촉구 및 설득하는 기본
적인 근거는 인도적 개입이었지만, 실제로는 참여 유도를 위해 회유
등의 다양한 방법과 자원이 활용 되었다.
첫 번째로, ASEAN 회원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호주는
다국적군 개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던 ASEAN 회원국들 중 상
당 수를 설득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언급하였듯 개입에
대해 선뜻 동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력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미국은 IMF 등을
통해 금융 위기를 겪고 있던 인도네시아를 압박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주의 요청에 응답하였다.194)
나아가 1999년 9월 14일-18일 호주 공군 중장 덕 라이딩
(Doug Riding)이 ASEAN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요청하였
던 것은 호주의 적극적 태도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ASEAN 회원국의 세부적 요청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에 관해 협상을
시도하는 등 다국적군 구성에 있어 결정적인 성과를 만든 계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필리핀은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의 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라이딩과의 협상을 통해 군사력보다 비교적 덜 예
민한 엔지니어와 의료팀을 중심으로 다국적군의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195)
피지의 설득 과정은 보다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었다. 호주 정부
는 새로운 정권의 불안한 국정 운영과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다국적
군 파병을 꺼려하던 피지 정부에게 ‘군사력을 통한 참여는 피지의 이
익’으로 작용할 것이며 참여에 따른 호주의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
했다.196) 이에 피지는 상당한 규모의 군대을 지원하였고, 이후 호주-

194) Cotton, 2001; Fernandes, 2008; Henke, 2012.
195) Ryan, 2000, p. 53.
196) Ryan, 200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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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간의 관계가 강화되어 2003년 솔로몬제도 지역지원단(RAMSI)에
도 피지는 호주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197)
또한 호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APEC에서 하워드 총리가 직접 각국의 장관들을 설득하였
고, 한국과 필리핀, 태국의 지지 의사를 이끌어 냈다. 특별히 사상자
에 대한 우려가 컸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한국군에게는 인
도적 지원과 현지 주민들의 복구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는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이에 400여명
규모의 한국군 참여라는 결과를 얻어냈다.198) 태국의 경우 인도주의
적 가치를 강조하며 다국적군 구성에 있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
을 지원하였으며, 태국의 자가바트라 소장(Major General Sonkitti
Jaggabattra)이 다국적군의 부사령관(deputy commander)을 맡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표 2] 참조).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군사
및 경제적 동맹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영연방 국가들과도 영연
방의 정체성을 근거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뉴질랜드와 캐나다,
영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지역경제공동체 혹은 영연방이라는 기존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호주는 기존에 우호관계를 형성해온 뉴질랜드, 일본,
영국, 미국을 ‘Group of Friends’라는 이름으로 소집하여 동티모르로
의 개입을 위한 연합 형성을 꾀하였다.199) 이에 군사 파병이 불가능
하여 재정 원조로 지지를 표현한 일본을 제외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은 모두 군대와 무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별히 뉴질랜드는 800명 규
모의 군대를 지원하였으며, 동티모르 다국적군 이후에도 솔로몬제도
와 통가에의 파병에 적극 동참하는 등 이후 호주의 개발협력 프로그
램 실행에 있어서도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또한 호주
정부는 미국의 다국적군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하워드 총

197) Ryan, 2000, p. 57.
198) Cotton, 2004, p. 73.
199) Cotton, 2004,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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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애초 군사력 배치뿐 아니라 다국적군에의 참여 자체를 꺼려했던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거 미국 주도의 파병에 호주가 기
여해왔던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100년 동맹 관계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200) 이러한 호주의 요청에 따라 미국 역시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하였는데, 특별히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타국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외교력을 발휘했다. 일례로 익명의 호주
고위 공무원은 1999년 9월 14일 뉴욕에서 열렸던 UN 총회를 회상하
며 다국적군 참여를 두고 타국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이 직접적
인 도움을 주었음을 언급하였다.201)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세력을 모아 지지 기반을 형성한 호주
주도의 동티모르 다국적군은 1999년 9월 20일 공식 파병되었으며,
군대의 규모와 참여국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 유럽을 비롯,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와 북미, 태평양 제도, 동아시아 지역
의 - 23개국에서 지원을 받아 1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기에 이
르렀다([표 2] 참조).

202)

200) McPhail, 2007, p. 139.
201) Henke 2012, p. 171.
202) INTERFET 참여국은 총 23개국으로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피지, 프
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
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되었다. 참조: The
Australian
Army,
February
29
2012,
http://www.army.gov.au/Our-stories/Operations/East-Timor_Timor-Leste
/Setting-the-scene/Background (검색일: 2015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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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티모르 다국적군 국가별 주요 인력 기여204)
국가

규모

호주

병력 5,500명 (보병대, 공병대 포함)

태국

병력 1,580명 (기동전대, 의무대, 공병대 포함)

요르단

병력 700명

필리핀

병력 600명 (참모 장교, 의무대 포함)

이탈리아

병력 600명

프랑스

병력 500명

한국

병력 419명 (특전사 대대, 의무대, 공병대, 보병대 포함)

영국

병력 270명 (보병대 포함)

미국

병력 270명 (군수지원단, 합동참모 J2 및 J6 포함203))

싱가포르

의무대 254명

뉴질랜드

병력 200명 (보병대 포함)

피지

병력 191명 (보병대 포함)

독일

의무대 100명

케냐

병력 100명 (보병대, 기술군대 포함)

아르헨티나

병력 50명

브라질

헌병 50명

말레이시아

병력 30명 (참모 장교, 통역사 포함)

203) J2: Joint Staff Intelligence, J6: Joint Staff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Computers/Cyber. 참조: Joint Chiefs of Staff,
http://www.jcs.mil/Home.aspx (검색일: 2015년 11월 2일)
204) 본 내용은 Michael J. Butler, International Conflict Management (London:
Routledge, 2009), p. 196; Henke, 2012; Alan Dupont, "ASEAN's response
to the East Timor crisi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0), pp. 163-170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하였음. 다국적군의
규모는 1999년 9월 20일 공식 파병 이후 계속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표 2]의 내
용은 최대 규모(at peak)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무기 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
을 제외한 인력(군대, 의무대, 기술팀 등) 지원만을 나타내었음. 또한 덴마크, 노르
웨이, 이집트, 모잠비크, 스웨덴 등의 지원은 그 규모가 미미하거나 정확한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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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정책 노선의 변환과 영향력 확장의 성과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마지막 단계인 ‘표준 세우기’는 새롭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일반적 보편성이 부여되는 단계를 뜻하는데, 이
미 형성된 관계들이 튼튼하고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로 유지되고, 특
수한 성공 사례의 샘플을 넘어 네트워크 전체 구도에서 수용되는 표
준의 형성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2000년 태평양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회원국들이 채택한 비케타와 선언
(Biketawa Declaration)의 사례가 표준 세우기의 성공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호주의 지위
와 영향력을 나타냄은 물론 군사력의 개입을 기반으로 하고 국가 건
설 전반의 개혁을 돕는 호주의 평화외교 및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태
평양 지역에서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태평양제도포럼회원국 내부의 분쟁이나 위협에 있어
회원국 간의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시키고 개입의 절차를 간편하게 만
들었는데, 사실상 해당 취약 국가가 내부적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
의 합의(a sufficient degree of consensus)’만 표현하면 언제든 호
주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또한 이 선언문은 ‘회원국 내
부의 위협’을 ‘종족 갈등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굿 거버넌스의 결
여, 토지 분쟁, 문화의 침식 등에 의한 긴장이나 대립’으로 광범위하
게 정의하여 사실상 불안정이라 여겨지는 모든 경우에 - 취약 국가의
요청과 호주의 의지만 있다면 - 군사적 개입과 잇따른 국가 내부적
개혁을 허가한 것이었다.205)
물론 ‘호주의 개입’을 선언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들
대부분이 취약 국가로 이름 되며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었던
공개되지 않았기에 생략하였음.
205) 자세한 내용은 비케타와 선언 전문 참조: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http://www.forumsec.org/resources/uploads/attachments/documents/Bike
tawa%20Declaration,%2028%20October%2020002.pdf (검색일: 2015년 11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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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할 때에 실제적으로 군사적 개입과 국가 건설 전반을 책임
지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한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뿐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별히 호주는 1971년 창설 된 남태평양포
럼(South Pacific Forum)206)의 리더 격으로 추앙되었으며, 회원국들
의 이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호주의 다우너 장
관이 비케타와 선언을 ‘포럼 회원국들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a
milestone in Forum relations)’으로 표현할 만큼 호주 정부가 원했
던 제도적 변화였다.207) 또한 실제로 이 선언문을 근거로 호주는 이
후 2003년 솔로몬제도, 2004년 나우루, 2006년 통가 등 보다 자유롭
고 적극적인 태도로 군사력 개입을 근거로 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는데,208)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에 사실상 이 선언은
호주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209)
따라서 이 선언은 취약 국가의 안정과 안보의 확보를 위한 군
사력과 경찰력의 투입, 더불어 선거 지원 및 민주주의 촉진, 정부 기
관과 관료 교육,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 국가 건설 전반을 총괄하는
호주의 개입과 잇따른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 비록 글로벌 수준은 아
닐지라도 – 태평양 제도 지역의 네트워크 전체에서 수용되는 지속성
있는 표준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를
기점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태평양 제도 포럼의 리더 역할을 맡아온
호주의 지역적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
의 반응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솔로몬제도 지역 지원단(RAMSI)은
솔로몬제도 정부가 3년 가까이 호주의 도움을 요청한 결과였으며, 동
티모르 다국적군에 참여하였던 뉴질랜드와 피지가 RAMSI에 동참하였
고, 프로그램의 실행에 앞서 UN과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 정부
는 호주의 이러한 개입과 영향력 확장에 대해 ‘미국이라는 우방국과
206)
207)
208)
209)

2000년에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Colonel Peter Brown, 2012, p. 10.
Colonel Peter Brown, 2012, p. 10.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Shibuy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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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며 호주 정부가 갖는 ‘지
역에서의 책임’으로 표현했다.210) 이와 동시에 미국은 호주가 아태지
역 국가들과 형성한 양자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특별히 태평양 제
도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아가 자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등의 이슈에서 영향력
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211)
물론 이러한 호주의 확장된 영향력 행사에는 타행위자들의 인
정과 기대뿐 아니라 호주 정부의 의지와 전략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수십 년간 태평양 지역에서 ‘불간섭주의(hands-off)’의 대외정책 기조
를 유지해왔던 호주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를 시작으로 솔로몬제
도와 통가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물론, 2003년에는 이러한 외
교 노선의 변환이 ‘협조적 간섭 정책(Co-operative Intervention)‘이
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다우너

독트린(Downer

Doctrine)’으로도 이름 되는 이 정책은 목전 지역(태평양 제도 지역)
의 문제에 있어 기존의 불간섭주의(hands-off)의 태도에서 벗어나 지
역의 안정과 자국의 안보를 위해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hands-on)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전환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911 사건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한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등이 꼽히지만, 근본적으로 동티모르로
의 성공적 개입으로 인해 호주 정부가 갖게 된 자신감에 기반 했던
것으로 평가 된다.212)
성공적으로 ‘표준 세우기’를 완료하고 ‘번역’의 과정을 수행한
행위자는 세계정치의 ‘게임의 규칙’을 장악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
는데,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태평양 제도 지역에 제한되기에 세계정치 수준의 표준을 세웠
210) Brown, 2012; Alexander Downer, “East Timor - Looking Back on
1999,”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1 (2000),
pp. 5-10.
211) Joint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May
2006, p. 89.
212) Brow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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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동
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계기로 - 비록 세계 질서 전체를 설계
하는 외교 전략은 아니지만 - 지역 이웃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지역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름의 표준을 확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약하자면 먼저,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의 경험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 태평양 제도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도 개입
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개입이 온전히 호주의 주도와 태평양 지
역 국가들의 참여만으로 완성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에 대한 지역 국
가들과 UN, 미국 등의 주요 행위자들의 환영과 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213)

213) 물론 이러한 적극적 개입으로의 정책적 변환은 호주의 국가 이미지를 일부 훼
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하워드 집권 당시 태평양 제도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호주의 이미지는 때로 부정적으로 - ‘독단적 헤게모니’, ‘인종
차별 국가’ - 인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과거 백호주의정책을 법적으
로 인정하던 인종차별국가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동티모
르 다국적군 이후 하워드 정부의 대(對)태평양 제도 외교 정책과 이에 따른 적극
적 개입의 사례들이 타국들에게 내정간섭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Shibuya, 2004). 그러나 일부의 이러한
이미지 악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립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령 구스망이 호주 정부
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던 사례, 솔로몬제도 등 국가 내부의 극심한 불안정을 겪
던 취약 국가의 정부가 호주의 지원을 요청하며 국가 재건설 전반을 총괄하는 호
주 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도 동의하였던 사례 등은 호주가 지역에서의 표준
세우기에 있어 성공적인 면모를 보였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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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 배경과 방법,
그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문제와
동티모르 사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호주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호
주는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문제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환
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변환의 흐름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기존의 외교 노선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
다. 주요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노력으로 네트워크
상의 관계적 구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던 호주는 네트워크의 구조
적 공백과 파병 주도의 공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파병 주도를 동
티모르 사태 해결 자체뿐 아니라 안보 및 경제적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의 실현, 나아가 지역과 국제사회에서의 세력 확장 등의 기회로
파악하였다.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였던 것은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구조의 역할과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행위자가 펼치는 전략의 상
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동티모르 독립 문제와 동티
모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 또한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UN이나 미국 등 타 행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UN과 미국, 동티모르 민족 지도자들과 같은 행위자들이 호주
의 파병 주도를 기대하고 요청했던 것과 함께 주목해야할 것은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행위자 호주의 의지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정
부분 타행위자들의 기대와 요청으로 파병 주도의 담론이 시작되었지
만 성공적으로 파병 주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20여 개국의 참여를
이끌어 낸 요인에는 호주의 전략이 주요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정부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종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로 동
티모르를 비롯한 관련 행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더욱 다양한 행위자
들과의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등 다국적군 예비 주도국의 면모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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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요컨대 호주의 다국적군 주도는 호주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음과 동시에 일정 부분 타국들의 기대와 더불어 미국의 암묵
적인 양보 등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구조에서 파생된 다양한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파병 주도 전략의 구체적인 성과는 어떠하였을까? 먼
저, 다국적군 주도는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유지활동 등의 분야에서
호주 정부가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이며 성공적 샘플로 자리 잡았
다.214) 나아가, 호주의 다국적군 파병 주도는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 태평양 제도 포럼 내에서의 리더십 향상, ‘책임감 있는 국
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명성 확보 등 여러 층위의 이익을 얻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215) 특별히 동티모르 내에서는 호주 군대가 ‘가장
믿음직한 경찰 역할’로 인식되고, 나아가 동티모르 정부에게 있어 호
주와의 우호선린관계는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
리 잡게 되었다.216)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공식 임무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동티모르 내 호주 정부의 활동은 계속되었는데, 개입 영역
은 군사력과 경찰력이 동반 된 안보 및 안전의 확보를 포함하여 교
육, 정부 기관 및 관료의 교육,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 국가 건설 전
반을 총괄하는 개발협력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217), 2000년대 들어
서는 동티모르 정부가 국내적 안정과 질서의 확보를 위해 호주 정부
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호주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218)
214)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2008, p.
97.
215) McDougall, 2002.
216) 양승윤 외, 『동티모르 브루나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p.
109-111.
217) Nautilus Institute, 2013.
218) 당시 호주 정부는 UN의 승인과 뉴질랜드의 협력으로 2006년 5월 25일 파병되
어 2013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철수한 호주 주도의 International
Stabilisation Force를 파병하였고 이 군대는 동티모르 내부의 안정과 질서 확보
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조:
Department
of
Defence,
http://www.defence.gov.au/defencenews/stories/2013/jan/0103.htm (검색
일: 2015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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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통해 호주가 얻은 성과와
그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태평양 제도 국가들과
ASEAN 회원국들 중에는 호주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 지나치게 독
단적이고 헤게모니적이라는 – 표현하기도 한다.219) 또한 호주의 다국
적군 주도에 반대하던 목소리도 존재하였는데, 말레이시아는 아태지
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려 한다며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
도에 반대하였으며,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일부 태평양 제도 국가
내부에서는 호주 정부의 영향력 확장이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것에 대
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절대적인 패권
이라 할 수는 없지만 -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통해 얻은 아태지역, 특별히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더불
어 국제사회에서의 명성과 같은 성과는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실제로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 주도를 계기로 호주 정부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의 개입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신
흥 독립국 동티모르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
력 있는 국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주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주도 사례를 네트워크의 시
각으로 분석한 이 논문의 함의는 무엇보다 물질적, 경험적 자원이 강
대국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여 대외정책의 전략 수립과 이의 실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마주하게 되는 비강대국의 실천 전략으로 네트워
크 상에서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
려운 중견국 – 혹은 강대국만큼의 능력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약소국
과는 구별되는 중간적인 위치를 모색하는 국가들 – 이 특정 이슈의
‘구조’와 자국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국이 차지할 수 있는
틈새 혹은 공백을 보다 전략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구조적 위치 잡기와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의
219)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Shibuya 2004.
220) 양승윤 외, 2003; Smyth, Plange and Burd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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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은 행위자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중첩되며, 국
제 문제의 진행 혹은 해결 과정이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21세기
국제정치 구조 속의 비강대국 행위자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도 시
사하는 함의가 있다 하겠다. 먼저 대표적인 전통 중견국으로 이름되
는 호주의 경우에도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을 통해서는 그 구체적인
외교 행위와 전략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공할 수 있
다. 네트워크의 시각이 이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의
시각은 내적 속성으로의 환원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행위자들
의 상호작용과 국가행위자의 전략을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호주 정부가 동티모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보인 모
습은 중간적 수준의 속성보다 ‘중개자’의 ‘위치’와 ‘역할’ 등에 가까운
데, 이는 중견국 외교를 논의함에 있어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이들의
관계망 즉,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중견국 외교의 전략 수립에는 물질적, 행태적 속성
에 대한 고려를 넘어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및 그들과의 네트
워크 상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가 그 국가의 외교 행위를
제한하거나, 틈새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제공하는 등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동티모르 독립 문제와 동티모르 사태 해결의 과정은 강
대국에 의해 이루어지던 평화유지군 주도가 비강대국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것은 물론, 냉전의 종식으로 큰 변환을
겪은 아태지역의 안보 구조, 안보와 정체성에 관한 호주 외교의 오랜
고민, 목전 지역 내 호주의 역할과 위치,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한 동티모르 민족자결권의 문제 등 다양한 환경
과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네트워크 시각으로 구조, 행위자, 과정의 세
가지 틀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가 속하였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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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호주 내부의 동학, 나아가 구조의 빈틈을 활용한 호주의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을 통해 경제와 안보적 이
익 확보라는 개별적 요소를 통한 설명에 집중하던 기존의 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며, 나아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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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stralia’s involvement with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 Analysis from Network Perspective
Park, Jieu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September 20th 1999, INTERFET was

sent to

restore peace and security in East Timor, and it mobilized
about 11,000 soldiers from 23 countries at its peak. One
interesting and even puzzling dimension of this large scaled
peacekeeping force is that it was organized and led by
Australia – not the United States nor United Nations – which
had not participated in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 such
active

manner.

Moreover,

Australia’s

- 104 -

decision

to

lead

INTERFET meant an anomaly and a sudden ‘U-turn’ from
many of the long-lasting foreign policies.
The reason or motivation behind Australia’s such
decision has been the subject of curiosity and been studied
by many scholars. Yet, earlier studies tend not to pay
attention

to

the

patterns

of

rel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various actors related to East Timor Crisis, but
simply propose one single factor - such as Australia’s
economy and security related interests, pressure from the
public, or pursuit of humanitarian value - to explain the
complexity embedded in the process of the dispatch.
Considering

that

such

anomaly

can

hardly

be

explained by one single factor, this thesis gives an focus on
the interaction of three factors; ‘structure’, ‘actor’, and
‘process’. In order to avoid describing the three factors
separately but to study the interplay of them, this thesis
adopts a few concepts from Network Theory; 1) ‘structural
holes’ and ‘positional power’ from Social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 and interactions of actors involved in
Situation of East Timor, 2) Network Organization Theory’s
particular understanding of network as a ‘governance style’
to

demonstrate

Australia’s

political

divisions

and

social

discourse on Situation of East Timor and the dispatch, 3)
‘translation

strategies’

from

Actor-Network

Theory

to

visualize Australia’s strategy and process of attracting diverse
actors to participate in INTERFET at the global level.
By
Australia,

adopting
with

a

such
better

ideas

the

thesis

understanding

of

argues
the

that:

changing

atmosphere and configuration of the crisis, was able to

- 105 -

attract

diverse

eventually

lead

actors

to

participate

INTERFET

in

successfully

the
by

force

and

bridging

a

‘structural hole’ found in the network, and the process of
leading INTERFET can be visualized through the ‘translation
strategies’. Throughout the anlalysis an emphasis is given on
Australia’s ‘position’ and ‘role’ as the significant notions to
understand

why

and

how

Australia

organized

and

led

INTERFET.
It furth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by

claiming

that

Australia’s

long-standing

support

to

Indonesia’s intervention and its rather sudden shift away
from such support can hardly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discourses which give an emphasis on material ‘attribute’ or
the normative ‘behavior’. The thesis suggests that such
analysis focusing on ‘role’, ‘position’, and the implications of
‘structural holes’ may provide greater chances to middle
power states – or those pursuing a greater influe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with limited resources – and their
diplomatic strategies. Such idea is particularly plausible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today’s international politics; the
emergence of diverse actors and issues is likely to bring
about greater possibilities of finding such holes or ni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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