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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갖는 함의
를 분석하는 데 있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은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중심
으로 세계전략을 재편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세계전략의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와 ‘재균형’ 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났으며, 경제, 군사·
안보, 외교 등 대외전략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구조적이고 역사적
인 분석에 기초해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선
행연구들과는 구별되는 대안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의 변화, 즉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분석한다. 미국 헤게모니
의 역사적 동학은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인 자본축적 메커니즘의 변화,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로 구성
된다. 본 연구는 실물적 축적의 위기와 금융적 축적의 시작을 미국 헤게모니 변화
의 핵심 계기로 설정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1945-71년의 실물적 축적기, 1970년대
의 과도기, 1979-2007년의 금융적 축적기로 구분한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통해서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의
지속이 아니라 구조가 진화하는 동학이다. 여기에서 헤게모니 국가의 세계전략이
라는 문제가 개입된다.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즉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제약하는 요소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에
조응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의 결과는 미국 헤
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효과로서 분석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의 주요 특징은
법인혁명, 관리자혁명, 케인즈혁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
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능력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다. 세계경제의 생산과 무역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의존해서 전례 없는 속도로 팽창했고, 미국은 우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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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에 기반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체계를 재건했다. 미국은 이러
한 능력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봉쇄전략을 추진하는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 국가들이나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
고자 했다. 또한 이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은 다른 지역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동반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
에서 실물적 축적기의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은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헤게모니 쇠퇴 징후가 나타나면서 전후 미국 헤게모니를 특징지
었던 요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960년대 후반 미국경제의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1970년대에 스
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향유하지 못
했다. 미국 경제력의 쇠퇴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귀결되었고, 이에 따라 미
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도 쇠퇴했다.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응하는 과
정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이
른바 ‘선의의 무관심’ 혹은 ‘악의의 무관심’, 즉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한 일방주의
적 행보로 일관하던 미국은 1970년대 후반의 달러위기를 계기로 거대국제금융과의
동맹을 통해서 통화·금융권력을 극대화하고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생산에서의 우위는 쇠퇴했지만 통화·금융 권력을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다시 강
화하고자 한 미국의 이러한 시도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제도적 토대와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메커니즘 또한 완전히 변화했다. 미
국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국가적 기획으로 강력히 추진하
고,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면서 헤게모니를 다시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의 확산은 다른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유발하고 세계체계 전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
었다. 이로 인해 미국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 또한 약화되었고, 미국의 정
치적 영향력과 지도력은 축소되었다. 이처럼 미국 헤게모니의 강화는 다른 국가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금융적 축적기의 미국 헤게모
니와 세계전략은 ‘약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쇄신을 가능하게 했던 금융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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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냈다. 물론 양적완화와 적자재정정책을 통한 ‘손실의 세계화’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해서 위기에 능동적
으로 대응했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거시경제적 자율성, 국제수지 균형의 유연
성, 자본수입에 기초한 금융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달러 발권이익이 유효함을 방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전망이 불투명하고, 이중적자의 누적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확대 또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해 달러위
기를 방지하고 채권국들과의 정책공조를 통해서 금융세계화를 지속할 수 있는 현
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실패하거나 채권국들이 달러를 투매해 달러위기
가 발생할 경우 미국 헤게모니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불균형의 조정 과정
에서 조정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정치적·안보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는 점
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은 동아시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전략이 갖는 성격과 지역 국가들의 대응이다. 미국은 동아
시아 국가들의 ‘저축과잉’이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국 경제의
조정을 회피하고 환율조정의 형태로 조정비용을 채권국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러한 방식의 조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핵심 조정 대상인 중국이 과거의 채권국들과 달리 미국에 종속되
어 있거나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조정 비용의
전가는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이중적자 누적과 조정 비용의 전가
가 기축통화 발행국이 갖는 기축통화 발행국이 갖는 “과도한 특권”이라고 비판했
으며,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 채권국들의 저축과잉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과잉·통
화과잉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과 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만들어낼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것
처럼 미국은 경제적 부담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전가하거나,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에서의 우위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의 자본을 흡수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
다. 또 미국의 소비시장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동아시아 수출달러 환류가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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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중단될 확률도 높지 않다. 따라서 달러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위
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을 유
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유한 달러 준비자산이 거대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중국이 갖는
이른바 “구매자의 후회”(buyer’s remorse)도 더 악화되고 있다. 또 중국의 외환보유
고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레버리지가 커졌으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
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공포의 균형”으로 지칭되는 갈등이 전면화 될 수
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격이다. 동아
시아 지역체계의 속성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물론, 미국의 전략이 실행되는 방
식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진
능력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지 않으며, 미국의 전략적 목표 또한
지역체계의 특성이나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될 수 있다. 이 때문
에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전략과 그 영향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나타
나며, 그 결과 또한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전통 지역질서가 해체된 이후 현대 세계체계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은 지역 외부의 힘에 의해 규정되어 지역 내부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으로서 동아시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였고, 동아시아는 헤게모니 국가 미국과 종속적 관계를 맺
게 되었다. 미국은 ‘허브 앤 스포크’에 기반한 양자주의 전략을 토대로 지역 안보
질서를 재편했고, 이러한 기본구조는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자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들보다는 미국과의
수직적 관계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온전한 의미의 지역주의
가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다. 일본과 동아시아는 미국의 반공·
발전주의 전략 하에서 세계경제에 통합되었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의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자국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출주도 산업화’를 지지했다. 이러한 조
건 속에서 일본과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에 통합되었고, “초대에 의한 발전”의 형태
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0-80년대의 세계경제 침체와 발전주의의 종료, 미국 헤
게모니의 약탈적 성격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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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지역 하청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외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미국 시장으로의 상품 수출과 기축통화 달러
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점에서 동아
시아 지역경제의 발전은 독자적인 지역경제의 확립과도 거리가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시장에 저가의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 준비금을 축적하
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성장은 매우 성공적이고 예외적인 것이
지만 그 주된 동력이 지역 내부의 동학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 세
계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계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성장을 미국 시장에 의존한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를 종속적·수직적 관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기완
결성을 결여한 ‘분절적 지역주의’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경제위기나 미국의 경제적 압력 같은 외부의 충격이나 미
중 갈등 같은 주요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핵심지역은 동아시아이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의 조정은 매우 민감한 조정 비용의 배분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
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의 약탈적이고 일방주의적 속성이 강화되거나 지
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이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나 투
자·금융개방 등에서 지역국가들과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시일 내
에 헤게모니의 쇠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 국제정치경제질서
에 순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했고, 과도한 외환보유 같은 일정한 비용
을 부담하면서까지 미국 헤게모니 유지에 복무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성장의 모델이나 국제체계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헤게모니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만성적인 위기가 동아시아와 중국에게 더 큰 위기
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동아시아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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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의존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의
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달러 가치의 유지(보유 자산 가치 유지)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위기는 동아시아의 기회가 아니라 동
아시아의 더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어: 세계헤게모니, 미국 헤게모니, 통화권력, 금융권력, 금융세계화,
글로벌 불균형,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중관계,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아시아로의 회귀.
학번: 2008-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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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실물부문으로도 전염되었
고, 2008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악화되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80-90
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외채위기나 외환위기와 달리 2007-08년 금융위기는 세
계자본주의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2008년의 상황이 1930년대 대불황에 버
금가는 최악의 상태였다고 증언할 정도로 금융위기는 심각했다(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동시에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형과 쇄신을
가능하게 한 핵심요인으로 평가되는 금융세계화의 위기와 미국의 쇠퇴에 관한 담
론 역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세계체계의 붕
괴 혹은 변형의 가능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도 제기되기 시작했다(Kirshner,
2014a; Duménil and Lévy, 2011; Overbeek and van Apeldoorn, eds., 2012; Wallerstein,
2011; Arrighi and Lu, 2009; Layne, 2009).
금융위기 직후 미국이 직면한 일차적 과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안정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즉 이중적자(twin
deficit)의 문제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흑자로 특징지어
지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해결, 금융주도 축적체제에 대한 대안 모
색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미국의 공공부채와 대외부채는 급속히 증가했고, 이 때문에 달러 자산을 다량
보유한 신흥국들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가해지는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해서 국
제정치경제질서를 복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미
국의 대외전략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변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동아시아의 상호작용, 특히 미중관
계였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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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위기로부터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주도
해 온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요 7개
국’(G7)을 대체하는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되었고, 국제적 위상도 상승했다. 미
국과 동아시아 양자관계의 핵심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증권 형태로 보
유한 달러준비금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달러준비금으로 보유
함으로써 미국의 이중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달러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
(recycle)되면서 미국은 이중적자를 상쇄하는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서 거시경제 정
책의 근본적 조정을 회피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인 동시에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국가로 성장
한 중국은 ‘주요2개국’(G2)1)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의제들을 논의하
는 국가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대외전략의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pivot) 혹은 ‘재균형’(rebalancing)
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2011년 이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선언적인
형태로 표현된 대외전략의 전환은 경제, 군사·안보, 외교 등 대외전략의 전 영역에
서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수반했다.
우선, 군사전략이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되어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병력과 장비의 대폭적인 증강이 이루어졌고, 지역 국가들과
의 군사협력도 강화되었다. 작전개념 또한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변화해 육
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이 상대화되고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접근능력과 신속성·기
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제시되었다(Manyin, et als., 2011;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2014).
재균형 전략의 초기 국면에서는 군사전략이 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재균형
전략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범태평양파트너십(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을

1) ‘G2’라는 표현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의 버그스
텐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국과 중국의 양자구도, 중국과의 정책조정을 중시하는 함의를
갖는 ‘G2’는 미국 우위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지속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을
강조하는 미국 주류 엘리트 집단의 인식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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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경제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중국 봉쇄 정책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군사전략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전략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경제전략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국한
되었다. 클린튼 전 국무장관이나 그 후임자인 존 케리가 재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경제적 치국’(economic statecraft)을 강조한 것이나,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자유무역
협정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조한 것 역시 경제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Kerry, 2013; Clinton, 2011; Bernanke, 2011a).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인 노
선으로 확립했고, 이런 맥락에서 ‘수출확대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을
제시하고 TPP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외교전략에서는 지역 다자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중국과의 양자관계 관리라
는 이중적 전략이 추진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같은 다자제도
를 통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전략 및 경제대화(Security and
Economic Dialogue: S&ED) 등 양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주요 2개국’(G2)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시아-태평양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기조는 유지
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군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더
강화되었으며, 국방예산 삭감 계획이 폐기되었다. 보호주의의 레토릭으로 포장된
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무역
협정 재협상 선언은 대외경제전략의 부분적인 조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보호주의의 전면화가 아니라 이중적자 해결을 위
한 공세적 일방주의, 그리고 미국에게 유리한 선별적인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났고, 트럼프 행정부로도 기본 기
조가 계승되고 있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전환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
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라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대외전략 전환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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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근
거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관여전략을 통해서 상호의존성의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강조하면
서 재균형 전략보다 더 강력한 봉쇄정책이나 강성균형(hard balancing)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력한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미국의 능력이나 미국 헤게모니의
미래에 관해서도 상이한 주장과 전망들이 대립했다. 미국의 능력에 관한 낙관론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개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관론은 미국의 능력 부족을 근거로 재균
형 전략은 물론, 다른 모든 형태의 대외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헤게모니 재구축의 불가능성이나 미국의 능력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아시
아-태평양에 대한 관여전략이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일정한 수준에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충적 입장도 제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계전략 전환의 결과에 관해서도 상이한 주장들이 대립했다.
재균형 전략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을 최우선시 하는 강력한 전략을 지지하는 입
장은 이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회복하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반면, 이러한 전략을 반대하거나 그 실
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은 미국의 강력한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지역에
서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재균형 전략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중동의 혼란과 러시아의 팽창이 방치되면서 국제질
서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듯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전환이 공식화된 이래
이에 관한 직접적인 찬성과 반대의 형태를 취하는 토론은 물론이고 대외전략 전환
의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의 힘,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논의 또
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논의들은 학술적인 성격을 결
여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는 씽크탱크들의 정책 보고서
나 저널리즘의 논의처럼 시론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러한 논의들은
군사·안보, 경제, 외교 등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금융위기 이후의 대외전
략 전환을 단기적이고 정세적인 정책결정의 문제로 환원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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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이 여
전히 학술적으로 해명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2007-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위기, 나아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와 관련된 담론이 확산될 정도로 현재 국제정치경제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미국 세계전략 전환의 배경이 되는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화와
이중적자의 증가,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 등 구조적 변화들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
생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과 동아시아의 양자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관한 분석은 미국 헤게모
니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등에 관한 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이론적 전망들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
음과 같은 연구질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또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둘째,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 전환의 배경과 성
격,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지속과 미국 헤게모니의 재구축을 위한 시도인가? 아니면 헤게모니 쇠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인가?
셋째,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은 세계체계와 지역체계의 안정으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성을 강화
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체계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러한 질문들을 풀
어나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미국헤게모니를 특징짓는 자본축적의 동학과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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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기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의 변화를 ‘미국 헤게모니
의 역사적 동학’으로 개념화하고, 여기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금
융세계화가 미국 헤게모니에 미친 영향이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1980
년대를 경유하면서 미국은 금융에서의 우위와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기축통화
발행국이 향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율성을 활용해서 헤게모니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이중적자의 과도한 누적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의 조정을 연기하고
조정 비용을 전가하면서 금융적 축적에 기초해서 헤게모니를 재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과 과도한 금융적 축적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달러 발권이익과 그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서 달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금융적 축적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외부의 달러를 다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유지되기 위해
서는 잉여달러를 흡수할 수 있는 미국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의 팽창은 한계에 직면했고, 이중적자의
누적이 달러의 지위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헤게모니에 관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분석한다.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는 대전
략(grand strategy)의 차원에서 전략적 목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
수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의 범위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
에 관한 분석은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나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국가간 체계의 정치적·제도적 요소들을 포함하며, 따라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동아시아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한다. 세계체계와 헤게모니 국
가의 세계전략은 지역체계를 규정하고 제약하는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지역체계에
관한 분석이 세계체계에 관한 분석으로 그대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헤게모니
국가가 가진 능력은 모든 국가나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지 않으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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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출하는 결과 역시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체계 및 헤게모니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그에 조응하는 미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장기적인 시간
적 지평 속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의 동아시아 전략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는 미국 헤게모
니의 변화, 나아가 세계체계 및 동아시아 지역체계 변화의 전망과 직접적으로 결
부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물론 변화의 전망을 선험적으로 예측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인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세계
화가 유지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아시아의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설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드러난 것처럼 헤게모니의 위
기는 자동적으로 헤게모니의 쇠퇴와 이행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헤게모니 국가의
힘의 크기나 속성, 그리고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적 대응, 헤게모니 국가와 다른 지
역 및 국가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분석이 중요성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 금융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전략 논쟁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과 관련된 논쟁은 주로 축소(retrenchment)와 자제
(restraint), 역외균형자론(Mearsheimer, 2008, 2011; Posen, 2013, 2014; Layne, 2012,
2011, 2009; Walt, 2011)이 한쪽 극단에 위치하고, 미국의 우위와 헤게모니 기획
(Brooks et als., 2013, 2012; Ikenberry, 2011)이 반대쪽 극단에 위치하는 구도로 진행
되어 왔다. 논쟁의 핵심 쟁점은 대외개입의 정치적·경제적 비용,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 금융위기가 미국의 능력에 부과하는 제약 등이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적 고려대상인 중국의 부상, 미국
의 무역적자나 환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 체계의 변화와 지역주의의 발전전망 등 지역체계의 성격 및
그 변화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쟁점들도 중요한 토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비교
적 최근의 현상인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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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아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관한 기존 논
의들을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논지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논의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검출하고,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강력한 관여론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강력한 관여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미국의 능력
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미
국이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강력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력한
관여론의 핵심 주장이다(Campbell et als., 2008; Campbell, 2012; Campbell and
Andrews, 2013). 또 강력한 관여가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
역 국가들의 요구이기도 하다는 점 역시 논거로 제시되었다(Berteau et als., 2014;
Green et als., 2015; Green and Szechenyi, 2014; Campbell and Ratner, 2014).
대표적인 미국우위론자(American primacist)인 브룩스, 아이켄베리, 월포스(Brooks,
Ikenberry and Wohlforth, 2012)는 금융위기 이후의 축소 및 자제론을 비판하면서 미
국이 가진 물리적 힘의 압도적 우위를 근거로 미국 헤게모니의 확장과 공고화를
위한 강력한 개입을 주장했다. 나이(Nye, 2015) 역시 금융위기 이후에도 초강대국
으로서 미국의 힘이 건재함을 강조해 왔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능력의 원
천은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와 문화적 우위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
워’,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규모와 혁신능력, 과학기술에서의 우위 등 매우 다면적
이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와 같이 미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연방정부 폐
쇄, 재정적자 급증 같은 국내적 혼란은 헤게모니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
라 단기간 내에 비교적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Nye, 2010c; Barno,
Bensahel and Sharp, 2011; Flournoy and Davidson, 2012).
나아가 아이켄베리(Ikenberry, 2008, 2011, 2013)는 물리적인 능력의 측면에서 미
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 되더라도 미국 헤게모니가 구축
한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의 자유주의적 속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우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는 규칙과 제도에 기반한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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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속성을 띠기 때문에 내부의 국가들이 이탈하거나 그러한 질서에 도전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충분히 포
섭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었다(Ikenberry, 2008: 24-32).
미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봉쇄전략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유일
한 선택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관여하는 것
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강력한 관여론의 주된 논거로 제시되었다. 강력한 관여
론은 동아시아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TPP같은 경
제전략을 강조해 왔다. 또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의 국방력 강화와 항행의 자유에
대한 강조도 무역과 투자의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적 중요성은 곧 지역의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Inboden, 2011; Moss, 2013;
Campbell and Ratner, 2014; Bush, 2012; Sutter et als., 2013; Nye, 2015: 105).

(2) 조건부 관여론
조건부 관여론 역시 큰 틀에서 관여전략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능력이
갖는 한계,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격차에 대한 평가에서 강력한 관여론과 쟁
점을 형성하면서 보다 유화적인 중국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건부 관
여론은 봉쇄론이나 강성균형론은 물론, 강력한 관여론 같은 공세적인 전략이 미중
관계의 긴장을 야기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나 외교적 수단을 강조하는 완화된
형태의 관여전략이 필요하다(Steinberg and O’hanlon, 2015).
대표적 중국 유화론자인 리버설(Lieberthal, 2011, 2012, 2013)은 중국의 위상이나
금융위기 이후의 미중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은 불필요한 긴장
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 경제관계가 훼손되거나 국제관계의 주요 문
제에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
다. 미중관계의 갈등 요소인 환율, 무역,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등은 미국 국내경제
의 회복과 양국의 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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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배타적 국익 추구를 포기하고, 타협 가능한 이익을 모색하는 현실적인 대
안을 추구해야 한다(Lieberthal, 2011, 2012, 2013; Glaser, 2013, Glaser & Billingsley
2013; Kay, 2013; Paal, 2012).
나아가 조건부 관여론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미중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 권력을 공유하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축, 군사적 투명성 증가, 군 핫라인 개설을 비롯한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전략적 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아나가야 한다(Steinberg and O’hanlon,
2015: 205-211).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과도한 공약을 남발하고 중국을 배제할 할 경
우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
이 있다. 따라서 중국을 배제하고 기존의 양자관계만을 강화하면서 배타적인 동맹
을 형성하려는 시도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건부 관여론의 주장이다.
미국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신뢰는 강경한 대외정책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회
복을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그 자체로 국제
무역과 투자의 문제이다. 조건부 관여론이 군사전략을 상대화하고 TPP나 S&ED같
은 대외경제전략과 외교전략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건부 관여론
자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TPP와 S&ED 등을 통한 지역 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 제도들에서 중국
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Meltzer, 2012; Lieberthal & Pollack,
2012; Dews, 2014; Johnson and Glaser, 2015; Paal, 2012; 2015; White, 2012).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독
자적으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국
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헤게모니 국가로서 일방
적으로 국제질서의 규범과 제도를 확립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방
식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안보적인 갈등이나 긴장이 동아시아의 경제
적 역동성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고, 그것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되
어야 한다(Paal, 2012; Liberthal, 2014).

제1장. 서론 11

(3) 강성균형론·중국봉쇄론
강성균형론은 무역과 환율, 안보, 인권 등 대외정책의 전 영역에서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목적을
중국 견제로 설정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력한 균형(hard balancing)이 필요하다
고 역설한다. 공세적 현실주의자인 프리드버그와 텔리스 등에 따르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강국 중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은 국제체계의 구조적 속
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여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성균형
이 최적의 전략이다(Tellis, 2014; Friedberg, 2011).
강성균형론은 미중 양국의 상호이익의 영역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중국
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경제질서와 미국 대외경제 정책의 산물이
며, 미국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이 아니라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의 영역에서 발생
한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양국의 국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위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
계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은 현실성이 떨
어지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균형이 현실적인 대안이다(Tellis, 2014: 30-32;
Friedberg, 2011: 252-257).
강성균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방해하는 중국의 시
도, 즉 반접근-지역거부(A2-AD)를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민해방군의 지휘통제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둥펑(東風) 21’같은
최첨단 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
제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일본, 호주, 한국, 나아가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등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Tellis, 2014: 36, 45-56, 86).
강성균형론에 따르면 TPP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등의 대외경제전략은 그 자
체로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TPP는 중국의 통합이나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미국
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은 불가능하지만, 중국을 이런 자유무역협정의
외부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묶어 두면서 ‘상대적 이익’에서의 손실을 벌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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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중국을 미국 중심의 무역체계로 편입하면서 미국 역시 ‘절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중국의 상대적인 이익이 더 컸고, 이제 강성균형을 통해서 국력
성장 속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Tellis, 2014: 50). 또 중국의 인
권문제나 소수민족 문제 같이 민감한 이슈들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강성균형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중국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나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공약이 동맹국의 무임승차
의도와 모험주의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아시아에 대
한 과도한 개입의 비용이 미국 경제가 부담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Wesley,
2012; Gerson, 2012; Posen, 2013).
그러나 강성균형론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은 미국의 공세적
인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세력균형의 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의 강력한 전략은 중국의 의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동맹국들의 요구이기도 하
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의 행동을 제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
입에 따른 비용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지역의 동맹국들과 분담할 수 있는 문제이
다(Thuy, 2013; Friedberg, 2011)
한편, 강성균형론의 비관적 전제를 공유하는 중국봉쇄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쇄’(containment)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강성균형론과 마찬가지로 중국봉쇄론 역
시 중국이 지역적 차원,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을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미중관계는 제로섬 관
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은 가능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봉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봉쇄론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국의 경제
교류에서 중국이 더 큰 편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중국
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
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미국에게도 이익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
보다 안보적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 또 분리주의
그룹에 대한 후원과 지지, 중국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 등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
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Mearsheimer, 2014, 2001: 402).

제1장. 서론 13

(4) 역외균형자론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의 대전략을 주장하는 역외균형자론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과감한 축소와 자제의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다. 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미국이 이 지역
에 더 이상 안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Bandow, 2012: 495; Layne, 2008:
13-18). 이러한 주장은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
국의 능력에 관한 회의가 확대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2)
역외균형자론의 핵심 주장은 미국의 경제력이 쇠락한 상황에서 공세적인 대외개
입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국 군
사력을 감축시켜야 하며, 각종 국제제도에서의 역할도 축소해야 한다(Art, 2012;
Layne, 2009, 2011, 2012; Mearsheimer, 2008, 2011; Mearsheimer and Walt, 2008;
Pape, 2009, 2010; Posen, 2008, 2013, 2014). 또 재정적자로 인해서 상당수의 대외공
약도 지키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고,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동맹관계와 안보 공약을 폐기할 필요도 있다
(MacDonald and Parent 2011, 7-44; Layne, 2011; Posen, 2014).
역외균형자론자들은 물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영향력 같은 소프트 파
워 측면에서도 미국의 능력이 쇠퇴했다고 주장한다. 부시 행정부 시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일방주의적 무력 사용 이후 누적되어 온 미국에 대한 불만과
미국 대외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실제적인
도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Betts, 2012; Walt, 2011; Posen, 2007a, 2011).
역외균형자론자들은 재균형 전략으로 대표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적인 비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한
다. 또 미국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은 미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의존성을 증대
시키고, 이들의 모험주의와 무임승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Wesley, 2012; Gerson,
2012; Posen, 2013). 이러한 상황은 중국과의 군비경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2) 탈냉전 직후 제기된 역외균형자론이 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제체계의 변화에 주목했다면,
부시(G. W. Bush) 대통령 시기의 역외균형자론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했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기되고 있는 역외균형자론은 재정적자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능력이 갖는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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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국력의 약화로 귀결될 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지역은 물론 아시아에
서도 개입을 포기하고, 개입 축소-역외균형자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시아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국으로의 회귀’(pivot to home) 전략이다(Logan,
2013; Carpenter, 2013; Mandelbaum, 2011; Korb, 2014; Bhadrakumar, 2014).3)

3. 논쟁의 주요 쟁점
위에서 살펴본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관한 논쟁구도와 주요 쟁점
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1.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관한 논쟁>
강력한 관여론

조건부 관여론

전략적
우선순위

아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의 리더십 유지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

미국의
능력

충분함

회복 가능(헤게모니는 불가능)

핵심
전략

강력한 군사적 개입,
TPP 등 경제전략을 통한 중국통합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미중관계 관리

기대
결과

세계리더십 회복,
국제질서·지역질서의 안정

미중협력,
국제질서·지역질서의 안정

강성균형론·중국봉쇄론

역외균형자론

전략적
우선순위

중국의 부상 억제,
미국의 우위 유지

축소·자제, 역외균형,
미국으로의 회귀

미국의
능력

주요 고려사항 아님

부족

핵심
전략

강력한 군사·안보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봉쇄

아시아-태평양에서 대외전략의 축소,
역외균형자 전략

기대
결과

미국의 우위 유지,
중국의 도전 억제

미국의 국력 소진을 방지,
지역 헤게모니 출현 억제

3) 미국이 철수할 경우 지역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지만,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은 방위비를 증가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팽창에 대응해서 상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역외균형자
론의 주장이다. 또 지금 중국의 능력과 의도는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과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개입과 재균형 전략은 불필요하다(Bandow, 2012; Log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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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현재까지는 학술적이
거나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 및 평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관련 논의들은 국제관계론이나 국제정치경제론의 이론적 전망들
과 결합되지 못했다. 특히 본 연구가 준거하는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의 변화,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 및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 등에 대한 구조적이고 역
사적인 분석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에 관한 논의들은 현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 그
자체에 관한 논의로 한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각각의 입장들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미국의 힘, 세계체계(지역체계)의 속성, 미중
양국의 능력과 의도에 관한 상이한 전제들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논의들이 제기하는 이론적 쟁점들을 검출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동아시아 전략 논쟁이 제기하는 이론적 쟁점들을 (1) 미
국의 전략, (2) 미국의 힘, (3) 동아시아 지역체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
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전략: 미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미국의 대외전략과 관련된 다수의 논의는 대외전략을 단기적인 정책결정의 문제
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미국의 국내정치, 즉 정치제도나 의회에서
의 세력관계, 사회적 압력 등을 통해 특정 정책이 결정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
을 맞추는 경우도 많다. 일상적인 외교정책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국
의 대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흔히 ‘미국예외주의’로 지칭되는 미국적 전통
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2007-08년 금융위기 미국의 쇠퇴와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미국 대외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논의는 탈냉전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미국 헤게모니와 대전략 논쟁의 맥락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4)
4) 흔히 대전략(grand strategy)은 다분히 군사학적인 은유 속에서 전술(tactic), 작전(operation),
전략(strategy)와 분별정립 되는데, 그것은 공간적 범위에서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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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전략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은 역외균형·축소·자제의 대전략과 지배· 우
세의 대전략을 양극단에 두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축
소와 자제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지배·우세전략이 필연적으로 대항균형(counter
balancing)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나 미국의 과도한 비용부담,
강대국 간의 긴장고조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
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는 등 군사력의 투사를 축소하
고, 국제제도를 주도하려는 노력 역시 최소화하는 대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능력이 약해지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상황
에서 강력한 대외개입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없다(Art, 2012; Betts, 2012;
Slaughter, 2012; Feaver, 2012; Posen, 2008a, 2008b, 2013; Mearsheimer, 2008, 2011;
Pape, 2009, 2010; Layne, 2011, 2012).
반면, 지배와 우세 전략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그
러한 우위의 지속을 전제하면서, 미국 헤게모니가 국제체계에서 수행하는 순기능
을 강조한다(Brooks et als., 2013; Brooks and Wohlforth, 2005; Ikenberry, 2011; Tellis,
2014). 이들에 따르면 역외균형·축소·자제의 대전략을 옹호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대외개입의 비용은 매우 과장되어 있다. 또 동맹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미국
이 다른 국가들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며, 미국의 강력한 대외개입이 중단될 경우 국제체계의 불안정이 증폭될 위험도
있다(Brooks et als., 2013; Ikenberry 2008, 2011). 금융위기가 미국의 능력에 제약을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외전략의 부분적인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대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제약은 아니다
(Barno, Bensahel and Sharp, 2011; Flournoy and Davidson, 2012). 따라서 축소와 자
제의 대전략은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전략과 관련된 이러한 논쟁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국
적으로는 수십 년(decades)에 걸쳐서 나타난다. 또 특정 전구(theater)나 특정 이슈에서의 승
리와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든) 국가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 대전략의 목적이며, 군사·경제·외교·정보를 총망라한 국가의 모든 자원이 이를 위한 수단
이 된다(Martel, 2014: 30). 대전략 개념과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개괄적 논의는
마텔(Martel, 2014), 대전략의 유형론에 대해서는 포젠과 로즈(Posen and Rose, 1996/97), 아트
(Art, 1998/99, 2004)를 참고하시오. 헤게모니·우세 對 축소·자제의 논쟁 구도 속에서 제기되
는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는 이혜정(2015), 마텔(Martel, 2014), 브룩스
등(Brooks et als., 2013)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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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과 이른바 ‘단극체계’로 지칭되는 미국 주도 하의 국제체계의 안정성에 관한
평가이다. 역외균형·축소·자제의 대전략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세력균형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우위와 그에 기반한 단극체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지배·우세의 대전략을 옹호하는 입장은 미국이 가진 힘의 절대적
인 크기와 그 힘이 행사되는 특수한 방식에서 나타나는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
조한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인해서 단극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미국이 부분적으로 힘의 우위를 상실하더라도 자유주의적인 제도적 기제
를 통해서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는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된 논쟁 역시 유사한 구도로 전개되
고 있다. 예컨대, 강력한 관여론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이슈들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
국의 개입이 국제체계의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조건부 관여론은
미국이 여전히 강하지만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
교류나 다자제도를 통한 간접적 개입과 중국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강성균형론·중국봉쇄론, 역외균형자론은 모두 현실주의적 비관론에 기초해
서 국제체계와 동아시아 지역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강성균형론과 중국봉쇄론은
국가들 간의 제로섬 경쟁과 국제체계에서의 힘의 분포 변화가 야기하는 불안정성
에 주목한다. 역외균형자론 역시 유사한 전제를 공유하지만 미국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상이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성균형론이나 중국봉
쇄론의 경우 자신들의 제안이 갖는 전략적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능력에 관한 객관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국봉쇄론
에서 더 두드러진다. 역외균형자론은 미국이 더 이상 대외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단순한 수준에서 전개되면서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전략 논쟁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직후 미국의 힘에 관한 낙관론과 단극의 안정성에 관한 논의(Krauthammer
1990/91; Tyler 1992; Kristol and Kagan 1996)를 비판하면서 역외균형자론이 본격적
으로 제기되기 시작했고(Ravenal 1991; Carpenter 1992, 1997), 세력균형의 필연성과
헤게모니의 불가능성이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Waltz, 1993; La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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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Mearsheimer, 1990). 1990년대 이후 미국이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
면서 역외균형자론은 현실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미국의 능력이나 영향력에 관한
의문이 확산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다(Layne, 2007; Mearsheimer and
Walt, 2003; Walt 2005a, 2005b; Posen, 2007).
이처럼 각자가 자신이 준거한 이론에 기초해서 탈냉전 이후 미국의 힘과 국제체
계의 변화에 관한 진단에 기초해서 미국의 대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했지만,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고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탈냉전기에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대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Martel, 2014; Krasner, 2010; McDougall, 2010; Betts, 2000). 냉전기 미국의 대전
략은 지정학적 지배력의 확보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였으며, 냉전은 미국이 이러한 대전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모호해
졌고, 이 때문에 미국의 대전략에 관한 분석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전략과 관련된 논의가 이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가진 힘의 토대와 그 변화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나아가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와 그로 인한 세계체계의 변화 속에서 개별 국가나 지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나 전략적 고려를 변화시켜 미국과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전략 논의를 주도한 주류 국제관계론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분석
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결여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
나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 관한 일관된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다.
탈냉전과 ‘단극체계’의 도래는 단지 미국의 우위의 강화와 다른 국가들의 편승을
통해서 설명되었고, 금융세계화의 확대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확대와 미국의 생
산성 우위로 해석될 뿐 미국의 힘의 크기와 속성의 변화가 야기한 변화는 분석되
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대전략 논의에서도 동일한 한계가 반복되었다.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과 변화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그리고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 있어서 갖는 함의와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가
분석되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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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는 미국의 힘이나 국제체계의 속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대부분
군사·안보 이슈를 특권화한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 경제적
토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타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는 물론 세계적 수준에서 나
타나는 자본축적 메커니즘의 변화가 분석될 수 없었고, 국가간 체계에 관한 분석
역시 이러한 변화와 분리된 별개의 영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현실주의적
비관론에 기반하는 강성균형론, 중국봉쇄론, 역외균형자론과 달리 자유주의와 친화
성을 갖는 강력한 관여론과 조건부 관여론은 TPP로 대표되는 경제전략이나 미중
경제관계 관리가 미국 대외전략의 최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이슈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경
제적 토대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장기적·구조적 변동에 관한 분석은 부재하다.
미국 대전략의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물론, 대전략의 유형분류에 기반해서 미
국의 대전략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한 논의들 역시 경제, 군사·안보, 이
데올로기 등 미국 세계전략의 여러 층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의 대전략 논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나 세계체계의 변화, 나아가 미국의 대전략에
있어서 갖는 함의가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
가 1980년대 이래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한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과 금융위기의 해결,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헤게모니 이행의 전망 등의 쟁점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커다란 약점이 될 수 있다.5)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관한 쟁점들은 단기적인 정책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대전략의 전환에 관한 논쟁의 연장선 위에 있다.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
의 변화에서 금융위기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동아시아가 갖는 지역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논의가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설정 속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전략과 관련된 논의들이 제기하는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대전략 논의가 갖는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이러한 약점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커헤인(Keohane, 2012)의 지적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회복 전망, 중국
의 성장 전망,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 미국의 정치적 의지 등 미국
헤게모니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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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힘: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 즉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전략을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에
대한 분석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아시아-태
평양 전략을 천명한 이후 제기된 가장 큰 쟁점 역시 미국이 과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아시아-태
평양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헤게
모니를 쇄신하고 세계체계를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또 그러한
재조직의 핵심요소와 그 결과 변화한 세계체계는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인가라
는 문제 또한 해명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미국 헤
게모니의 위기와 관련된 담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에
관한 논의에서 미국의 힘에 관한 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또 위기의 진
원지인 미국의 취약성과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회복과 성장세가 대조를 이루면서
미국의 능력과 관련된 논의는 미중 간 헤게모니 이행,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형성
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와 위기, 나아가 국제체계의 근본적인 재조직과 관련
된 논의로까지 확대되었다(Kirshner, 2014a; Duménil and Lévy, 2011; Overbeek and
van Apeldoorn, eds., 2012; Wallerstein, 2011; Arrighi and Lu, 2009; Layne, 2009).
미국 헤게모니와 관련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미국의 쇠퇴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쇠퇴는 ‘쇠퇴론’(declinism)이라는 하나의 지적 계
보를 형성할 정도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장이지
만, 관련 논의가 학계의 이목을 끈 것은 미국의 쇠퇴가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1970-80년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서유럽과 일본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소련
이 붕괴하면서 미국의 쇠퇴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 그리고 이른바
‘단극체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논의로 반전되기 시작했다(Kapstein and Mastanduno,
eds., 1999; Cox, 2001a, 2001b; Kaufman et als, 2007; Paul, 2004; Brooks and
Wohlforth, 2008; Ikenberry, e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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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차 걸프전에서의 압도적 승리, 1990년대의 금융세계화와 미국의 장기호
황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는 완전히 부활한 것처럼 보였지만, 2001년의 신경제 붕
괴로 인해서 미국쇠퇴론이 다시 등장했다. 부시(G. W. Bush)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전략 하에서는 미국 헤게모니의 정당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과 미국이 군사력
의 압도적 우위로 인해서 ‘제국’의 지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대립했다(Arrighi,
2005a, 2005b; Kupchan, 2002b; Kagan, 2003; Mann, 2005; Johnson, 2002; Ferguson,
2004; Todd, 2002).
이러한 상황에서 2007-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 미국쇠퇴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의 취약성과 쇠퇴를 증명하는 사건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지형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이론적 혁신은 발견
되지 않는다. 미국 헤게모니와 관련된 논의들은 피상적인 현실진단에 근거해서 쇠
퇴와 건재의 이분법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이론적·개념적 엄밀성을 결여한 채 현실의 변화를 무비
판적으로 추수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의 힘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
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변화와 그것이 미국의 대외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필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 분석이 특히 주목해
야 할 지점은 미국의 이중적자와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그에 기반한 금융세계화
의 지속 가능성이다. 통화·금융권력을 토대로 한 1980년대 이후의 금융세계화는 미
국 헤게모니의 혁신의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2007-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는 물론,
2007-08년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2007-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중적자나 글로벌 불균형, 그리
고 과도한 금융적 축적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진행되어 온 미국 헤게모니
변화의 산물이며, 이는 미국 혹은 특정 국가군으로 국한되지 않는 자본주의 세계
체계 수준의 변화를 수반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에 관한 논의가 대전략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나 세계체계 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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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망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세계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지, 이러
한 전략이 다른 국가 및 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
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 헤게모니에 관한 분석을 단순한 물리적인 힘의 크
기뿐만 아니라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기반,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세계적 차원의 사회세력(social
forces)에 관한 분석으로 확장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전략
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국가간 체계에 관한 분석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
대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로 인한 기본적인 제약 속에서 미국에게 부과된 선택지
들과 이러한 선택지들이 다시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미국의 압도적 능력을 토대로 건설되
고 유지되었으며, 냉전이라는 조건 속에서 미국은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반공·발전
주의에 입각한 세계전략을 추진했다. 흔히 미국 헤게모니의 전성기로 지칭되는
1945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세계체계를 특징짓는 금환본위제 하의 관리통화
제, 거대국제금융 억압, 제한적 자유무역, 주요 산업국가에서 조직노동의 포섭과
민족국가 단위의 발전주의 등은 세계자본주의의 선도국으로서 미국의 힘의 특수성
과 세계전략의 결과물이었다.
1970-80년대 이후 세계체계의 변화에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
었다. 미국은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일방주의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금융권
력을 활용해서 헤게모니 쇠퇴를 반전시켰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전후 국
제정치경제질서의 주요 특징들이 역전되었고, 탈냉전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의 변화
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그 결과 헤게모니 국가가 국제정치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헤게모니 불안정’(hegemonic instability)6)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그 속성의 변화, 그리고 미
국 대외전략의 변화는 세계체계적 수준의 변화를 수반했으며, 미국이 어떤 전략을
6) 이른바 ‘헤게모니 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으로 알려진 주장에 따르면 헤게모니 국
가의 존재는 국제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체계의 안정성은 헤게모니 국가의 힘의 우위에
비례한다. 그러나 헤게모니 국가의 존재와 체계의 안정성 사이의 강력한 인과관계는 이론적
으로도 취약하고, 현실의 역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Strange, 1987; Walter, 1991; Seabrooke,
2001; Mastanduno, 2009; Beeson and Broome, 2010; Kirshner,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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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가에 따라 세계체계의 변화 양상이나, 그것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게 미
치는 영향 또한 달라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기반한 자본
주의 세계체계의 재건, 1970년대의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한 대응, 통화·금융권력
극대화와 1980년대 이후 세계체계의 위기와 재편, 헤게모니의 쇄신에 기반한 단극
질서 하의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는 미국의 전략이 미국 자신의 힘은 물론 세계체
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헤게모니 변화의 중
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전략 역시 미국
헤게모니의 향후 진로와 세계체계의 변화, 지역별·국가별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3) 동아시아 지역체계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체계
분석이다.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속성이나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는 미국의 전략
적 목표는 물론, 미국의 전략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지역체계의 특성이나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국이 가진 능력은 모든 지역·국가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지 않는다. 또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관철되기 때문에 지역체계는 미국 대외전략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전략과 그 영향은 지역적으로 특수
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또한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미국의 이중적자와 동아시아의 달러준비금 축적
및 환류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 상이한 지역주의 구상의 경쟁 등 동아
시아 지역체계를 둘러싼 현재적 쟁점들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세계시장의 ‘최종소비자’(consumer of last resort)이
며, 세계 최대의 채무자인 동시에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 그리고 미국 재무부증
권 최대 보유 지역이자 가장 역동적인 성장의 중심인 동아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특히 양자 사이에는

2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금융위기 발생의 책임 소재,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비용, 그리고 향후 세계체계의
재편 방향과 관련한 긴장과 적대, 모순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또 세계경제의
금융의 중심으로서 미국과 생산의 중심으로서 동아시아의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미국 통화·금융 권력의 변화, 금융세계화의 지속 가능성 등과도 직결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동아시아 양자관계의 핵심은 미중관계이다. 중국은 글로
벌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중 경제관계에는 무역 및 금융에서
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환율 및 국내경제 조정 등 불균형의 조정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정치적·군사적 쟁점들도 중요한 변수이다. 중국
의 군사적 현대화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력 증강이 야기하는 긴장, 미국과 중
국의 상대적 국력의 변화와 헤게모니 이행의 전망 등은 지역체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과 상호의존, 갈등과 적대의 이러한 복합적인 쟁점들
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지역 경제통합의 아키텍처나 지역주의 담론
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 담론에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며, 법적·제도
적 측면에서의 지역주의 역시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다(Cumings, 2009; Palat, 1993;
Katzenstein, 2005; Cha, 2010; Yahuda, 2004, 2011; Grimes, 2009). 미국 대외전략에서
도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환태평양’(Pacific rim), ‘범태평양’(Pan-Pacific), ‘아
시아’(Asia), ‘동아시아’(East Asia) 등 다양한 명칭이 공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동
아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와 한·중·일을 중심으
로 하는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인식된다(So and Chiu, 1995; Wan, 2008).
미국이 동아시아를 태평양으로 끌어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형성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아시아인들의 아시아’(Asia for Asians)를 내세우면서 아시아의 독
자성을 강조하는 중국은 ‘동아시아’를 지역주의의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ASEAN+3(ASEAN + 한·중·일: APT)에 기반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를 옹호한 바 있으며,
ASEAN+6(ASEAN+3, 호주·뉴질랜드·인도)에 기반한 일본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
트너십(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 제안을 부분적으
로 수용해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은 이와 별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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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설립했다. 어떠한 지역주의 구상이든 중국의
‘동아시아’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의 경로로서 TPP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제시하고, 태평양의 일부분으로서 아시아라는 인식 하에서 ‘아시아-태평
양’을 강조하고 있다. 또 ARF나 EAS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
다. 지역 경제통합의 경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갈등과 지역 국가들의 대응은 미국의 전략과 동아시아의 장래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nt, 2013; Rozman, 2004; Selden, 2012; Dirlik, 2010).
그러나 전통적인 국제관계론이나 국제정치경제론에서 ‘지역체계’는 독자적인 분
석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냉전기에는 ‘양극체계’의 구심력이 강력하게 작동
했고, 이 때문에 지역체계의 독자성에 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
연구’(area studies)의 형태를 취한 연구들 역시 지역체계의 형성과 변화보다는 사실
상 개별 민족국가를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고 특정 국가나 국가 내부의 미시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Rafael, 1994).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지역연구는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문제들에만 주목
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Cumings, 2002; Palat, 1996; Wallerstein, 1997). 또 이
론적으로도 보편적인 발전의 단계를 전제하는 현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영
향 하에서 사실상 지역의 독자성을 기각하는 역설이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체계에 관한 독자적인 분석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
역체계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국제관계론이나 국제
정치경제론의 초역사적인 이론적 전제들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왔으
며,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Friedberg, 1993; 2005; 2015; Alagappa,
ed., 2003; Ikenberry and Mastanduno., eds., 2003; Shambaugh and Yahuda, eds., 2008).
지역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탈냉전으로
인해서 국제체계의 규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준거해
서 만들어진 국제관계론의 여러 이론들이 지역체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는 회의가 확산되었고, 지역체계를 독자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특히 탈냉전 이후의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연구 경향은 상위체계
(primary system)로서 국제체계(양극체계)의 구조적 특징이 그대로 침투되는 하위체
계(sub system)로 지역체계를 개념화한 냉전기의 1세대 지역주의 연구를 비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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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지역주의는 지리적 근접성을 특권화한 1세대 지역주의 연구와 달리 지역 국가
들 간의 정치적·경제적 상호작용, 문화적 정체성, 지역형성의 역사성 등 지역적 특
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다(Kelly, 2007, 2011;
Alagappa, 2003; Väyrynen, 2003; Hettne, 1999; Katzenstein, 1997).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시대로 소급하는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특권화하면서 중국의 전통이 갖는 우월성에 기반한 지역질서의 회복을 전망하는
‘중국예외주의’적 지역체계 분석도 확산되고 있다(Arrighi, 2007; Arrighi and Lu,
2009; Kang, 2010, 2003a, 2003b).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류 이론들에 대한 반편향으로 지역적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특권화하는 논의들은 지역 내부의 이질성과 차이를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 국가들이 실제로 문화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
해서 회의적인 입장도 많고, 또 그러한 문화와 정체성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도 이
견이 많다(Yahuda, 2008: 342; Simon, 2008: 196-197). 더 중요한 문제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과 세계체계적 구조, 즉 동아시아의 장기지속과 세계체계의 장기지속
양자 사이의 관계도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현대 이전의 역사적 전통 중 어떠한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 지역적 전통의 장기지속이 외부적 요소,
즉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었으며, 오늘의 지역체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
초역사적인 이론을 지역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주류 국제관계론과 국제정치경
제론은 지역질서의 특정 요소만을 편의적으로 강조하면서 ‘비관론 對 낙관론’, ‘봉
쇄 對 관여’, ‘군사·안보적 갈등 對 지역 다자제도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단순한
이분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면서 동아시아를 분석의 중심으로 도입
(“bringing East Asia in”)(Acharya, 2009: 167; Acharya and Buzan, 2010: 14)하고 동아
시아를 올바르게 인식(“getting Asia right”)(Kang, 2003b)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세계체계와 지역체계의 상호작용이나, 지역체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단절의 계기
들, 자본주의적 현대화, 식민화와 탈식민화, 냉전과 탈냉전, 지역경제의 성장과 위
기, 금융세계화로의 통합 등이 갖는 의미를 분석의 외부에 방치했다(Kim, 2008;
Wallerstein, 1999b, 19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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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사적인 주류 이론과 지역적 정체성·역사성을 특권화하는 두 가지 편향 모두
동아시아 지역체계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두 편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세계체계와 지역체계의 관계 속에서
지역체계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사고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현대 세계체계의 주변부였던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은 지역 외부의 힘에 의
해 규정되어 지역 내부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
학적·지경학적으로 유의미한 ‘지역’으로서 동아시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미국
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 미국의 전략이 동아시아 지역
체계의 성격과 그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지역체계에 관한 분
석은 미국의 힘과 전략의 변화 속에서 사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
략과 지역체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체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해서
동아시아 지역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관한 분석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체계 분석은 세계체계 분석이나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체계의 구조나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이
지역으로 투영되는 특수한 방식에 주목해서 지역체계를 개념화하고, 이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분석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4.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상에서 서술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
아 전략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금융위기는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사
건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변화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
을 제기하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역시 표면
적으로 드러난 동아시아 전략 그 자체에 관한 논의로 국한되지 않는 쟁점을 내포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에 관한 단기적인 분석으로는 파악하
기가 힘든 문제들이다.
특히 금융위기 자체가 미국 헤게모니의 장기적 변화의 산물이며, 그에 대한 대
응이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
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분석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그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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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접근방법에 기반해서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
의 변화에 있어서 갖는 함의를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성기술적

(idiographic) 방법에 입각한 개별적 사건의 나열, 그리고 초역사적인 법칙정립적
(nomothetic) 방법에 입각한 추상적 이론화의 두 가지 편향을 지양하고 장기간에 걸
친 거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의 역사적 변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Wallerstein, 1991; 2011). 일정한 시간적·공간적 지평 내에서 성장·쇠퇴하는 ‘역사적
체계’로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세계헤게모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질서의 변
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Wallerstein, 1983, 2010; Arrighi, 1994; Arrighi and
Moore, 2001)이나 주류 국제관계론의 비역사성과 정치-경제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헤게모니 국가의 힘의 원천으로서 세계경제에서의 우위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
서 나타나는 정치적·규범적 토대나 사회세력 형성을 강조하는 연구들(Cox, 1986,
1993b; Rupert, 1993, 1995; Gill, 1993; Gill and Law, 1993) 이러한 시도를 대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미국 헤게모니
의 역사적 동학’으로 개념화하고,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과 변화의 주요 계기들을
설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본축적 메커니즘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의 물리
적 능력의 핵심으로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와 동의의 변증법’으로 구성되는 헤게모니는 물리적 능력으로 환원
되지 않으며,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에 관한
분석으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는 헤게모니 국
가의 힘이나 영향력이 관철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인식이나
전략적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헤게모니의 사회적·이데올로
기적 토대는 헤게모니에 대한 동의와 지지의 핵심이며, 자국의 이익을 세계체계의
보편적 이익과 동일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헤게모니의 정치적·
제도적 토대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는 물리적 능력의 변화에 직면한 헤게모
니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즉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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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거시적인 구조의 지속이 아니라 구조가 진화하는 동학이다. 자본주의 세계체
계나 세계헤게모니의 순환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에 주목하는 동시에, 구조적
설명이 단순한 환원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전략
이 필요하다. 즉 구조의 지속이나 재생산뿐만 아니라 구조 내부의 동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적 변화와 이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적 축
적의 시작을 미국 헤게모니 변화의 핵심 계기로 설정하고, 1945-71년의 실물적 축
적기, 1970년대의 과도기(실물적 축척의 위기), 1979-2007년의 금융적 축적기로 미
국 헤게모니를 시기구분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는 20세기 초의 법인혁명과 관리자혁명, 그리고 1930년
대의 케인즈혁명을 기반으로 형성된 미국의 헤게모니적 능력을 확증해주었다. 세
계경제의 생산과 무역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의존해서 전례 없는 속도로 팽
창했고, 미국은 우월한 생산능력에 기반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체계를
재건했다. 미국이 달성한 고도의 생산성 향상은 임금소득의 증가를 통한 조직노동
의 포섭을 가능하게 했고, 자기충족적인 속성을 가진 대륙적 규모의 경제는 식민
지의 독립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능력을 토대
로 한편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 결집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강력한 봉쇄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제3
세계 국가들이나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또한 이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은 다른 지역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동반했고, 이를 통해 미국
은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실물적 축적기의 미
국 헤게모니는 ‘시혜적’(benevolent)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헤게모니 쇠퇴 징후가 나타나면서 전후 미국 헤게모니를 특징지
었던 요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960년대 후반 미국경제의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1970년대에 스
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경제
적 우위를 향유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력의 쇠퇴는 미국의 압도적인 능력에 의존
했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귀결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쇠퇴했다.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한 일방주
의적 행보를 취하던 미국은 1970년대 후반의 달러위기를 계기로 거대국제금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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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통해서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생산에서의 우위는 쇠퇴했지만 통화·금융 권력을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다시 강
화하고자 한 미국의 시도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뿐만 아니라 정치
적·제도적 기제와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메커니즘 또한 완전히 변화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국가적 기획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이
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
면서 헤게모니를 다시 강화할 수 있었다. 또 미국은 통화·금융 권력의 강화를 통해
서 냉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소련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통화·금융 권력의 강화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의 회복은 물론,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에 기반한 이른바 ‘단극체계’의 형성에도 기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세계화의 확산은 일부 국가와 지역, 나아가 세계체계 전반의 불안정
을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금융적 축적이 실물적 축적을 대체하면서 조직
노동을 포섭했던 사회적 타협이 해체되었고, 다른 국가와 지역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도 쇠퇴했다. 그 결과 미국 헤게모니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가 약화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방주의적으로
행동했고, 기존 국제제도의 기능을 변형시키거나, 이러한 제도들을 우회하고 파괴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국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 또한 약화되었고, 미
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도력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미국 헤게모니에
서 ‘동의’보다는 ‘지배’의 요소가 강해졌고, 과거와 달리 미국 헤게모니의 강화는
다른 국가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적 축적기의
미국 헤게모니는 ‘약탈적’(predatory)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7-08년 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쇄신을 가능하게
했던 금융세계화의 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제도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었다. 나아가 미국이 위기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이른바 ‘미
국 모델’의 정당성과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연준의 통화완화정책이나 재무부의 적자재정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통화·금융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해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했고,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
하는 등 자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세적인 전략을 추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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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약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지만,
미국이 가지는 전략적 우위가 건재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미국 헤게모니의 향후
진로를 둘러싼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축통화로서 달
러의 지위에 기반한 통화·금융 권력의 유지이고,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미국 경
제의 장기적 성장전망이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책조정, 그리고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관계 관리 같은 동아시
아 전략이 미국 헤게모니의 향후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설명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경제적 토대
실물적 축적
(1945-1971)

산업생산·무역

실물적 축적의 위기
(1970년대)
금융적 축적
(1979년 이후)
금융적 축적의 위기
(2007년 이후)

정치적·제도적토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
다자주의 제도

지배와 동의의 변증법

헤게모니의 쇠퇴와 위기
통화·금융

일방주의의 확대

동의의 약화, 포섭과 배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전망,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그 결과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적인 과정이 아
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산물이다. 본
연구가 세계헤게모니 일반에 관한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
적 동학은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즉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규
정하고 제약하는 요소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에 조응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 대외전략의 결과 역시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 국가라는 미국의 독특하고 예외적인 지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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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선택은 미국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
체로 곧 세계체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분석
은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는 물론이고, 세계체계의 장래를 예측하는 작업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
지 않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효과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금융적 축적의 위기 국면인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헤게모니
와 세계체계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통화·금융권력을 기반으로 한 미국 헤게모니의 강화, 그리고 금융위기까지 이
어지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이라는 맥락에서 분
석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와 미국의 세계전략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후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체계를 건설한 미
국은 1970년대의 헤게모니의 쇠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체계의 변화를 주
도했고,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의 속성을 변화시켜 헤게모니를 다시 강화할 수 있
었다.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의 세계전략 분석이 중요한 것 역시 금융위기가 통화·
금융권력을 토대로 강화된 미국 헤게모니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향후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전
망하는 작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서 금융
위기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분석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 조응하는
세계전략의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 변
화와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전략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강조한 것과 같이 금융위기의 중요성, 그리고 금융위기 이
후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분석은 시·공간적 지평에
서 단기적·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대전략의 장기적 추세에 관한 분석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이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
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이나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부과하는 구조적 제약의 규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구조적 분석으로 환원되
지 않는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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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와 성격뿐만 아니라 세계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 및 국가들과의 관계나 지정학적 변수들에 대한 고려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 또 미국의 이러한 선택은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는 물론 세계체계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아리기 등의 세계헤게모니 연구(Arrighi, 1994; Arrighi, Hui, Ray and Reifer, 1999)
에 따르면 새로운 헤게모니 후보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축적체제가 새로
운 헤게모니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체계를 매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지정학적 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월러스틴 등의 세계체
계분석(Wallerstein, 1974b; Reifer and Thudler, 1996) 또한 다수의 국가들로 분할되어
있는 세계체계 내부에서 나타나는 세계경제와 국가간 체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
다. 또 콕스(Cox and Sinclair, 1996; Cox, 2002), 질과 로(Gill, 1993; Gill and Law,
1993), 페일(van der Pijl, 1984, 1998) 등의 그람시적 국제관계론은 자본축적의 정치
적·사회적 토대를 강조했는데, 특히 국가가 자본축적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생산
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데 주목해 생산, 국가, 세계질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이론을 정초하려고 시도했다.
이처럼 본 연구와 친화성을 갖는 세계헤게모니와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은 축적체제에 관한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간 체계를 별도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간 체계에 관한 분석 없이 미국의 세계전략
이나 지역전략이 온전히 분석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은 본 연구의 문
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구조적 변수를 강조하는 세계헤게모니 연구와
세계체계분석에서 이러한 작업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또 그람시적 국제관계
론에서는 국가간 체계 분석이 사회세력에 관한 분석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
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
적 변수들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구조적 변수와 행위자들(국가·지역)의
상호작용,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정학적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지정학은 영토와 자원을 통제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행위,
즉 ‘영토주의 전략’의 구상과 실행을 의미한다(Gilmartin and Kofman, 2004: 113). 미
국의 세계전략은 군사·안보 관계나 지정학적 갈등처럼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
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간 체계에 고유한 영토주의적 논리의 영역을 포함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축적체제에 관한 구조적 분석에 주목하는 세계헤게모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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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체계에 관한 기존연구는 물론, 초역사적이고 추상적인 국제관계론의
이론적 논의로 환원되지 않는 구체적인 지정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공간적 제약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학적 분석은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관점과
양립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선, 구조는 행위자의 특정 행
동을 제한하거나 촉진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행위자의 선택과 행동의 범위, 그리고
그 결과는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부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지정
학적 행위자는 진공상태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략적 선택
을 한다. 비록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전략적인 선택
의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구조적 제약과 현실에서
의 전략적 고려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인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지정학적 행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적 지정학의 구조인데, 여기에
서 핵심이 미국이 가진 힘의 세계적 배치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
적 동학은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처럼 더 구체
적인 논의를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구조적 분
석을 포함하는 동시에, 구조적 제약과 지정학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고려가 결합되
는 지점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행위자로서 미국의 전략이 갖는 중요
성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자본주
의 세계체계의 변화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한 미국의 선택이 미국헤게모니와 세
계체계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및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관한 구조적 분석과 구체
적인 지정학적 분석을 결합하려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체계 분석에서도 큰 중
요성을 갖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그 결과는 지역 경제구조
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안보구조의 형성과 진화, 지역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상
호작용, 지역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지정학적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 같은 문
제들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서 동아시아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단순한 지역전략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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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략에 관해서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미국 헤게모니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체계 분석의 두
요소, 즉 세계경제의 동학에 관한 분석과 국가간 체계에 관한 지정학적 분석을 지
역체계의 차원에서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월러스틴의 전체론적(holistic) 접근법에 기초한 포
괄적 비교(encompassing comparison)의 맹점을 보완하는 ‘통합적 비교’(incorporating
comparison)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맥마이클(McMichael, 1998; 2000)은 포괄적 비
교가 각 지역의 특성을 구조적인 효과로만 설명하고, 지역적 수준의 차별성을 간
과한다고 비판하면서 통합적 비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적 비교는 세계체계
적 규정력을 인정하면서도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체계적 규정요인이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그 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차별적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조건들
에 주목하는 통합적 비교는 구조 속에서 차이와 동일성을 검증하려는 비교 방법으
로 세계체계와 미국의 세계전략이 갖는 효과와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자 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구조적 규정력만을 강조하는 포괄적
비교나 구조의 규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 요소의 특성을 강조하는 요소론 양자
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통합적 비교는 시공간적 변화로 인한 차이와 특수성
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분석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은 분석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1. 분석틀>

미국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세계체계

지역체계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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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헤게모니는 1970년대의 위기를 거치며 그 속성을 변화시켰고, 이는
단순히 쇠퇴 혹은 강화로 규정될 수 없는 성격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의
세계전략 역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 조응해서 변화해 왔으며, 세계전략의 속성
은 헤게모니의 속성을 반영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통화·금융 헤게모니 하에
서는 미국 헤게모니의 성격 혹은 능력 변화에 따라 세계체계 전반의 성장이 퇴조
하면서 미국 대외전략의 약탈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미국의 통화·금융 헤게모니는
불안정성과 위기를 관리하는 세계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그러한 기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했다. 이는 정태적으로 파악된 헤게모니 국가의 능
력뿐만 아니라,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이 세계체계와 헤게모니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를 지탱하는 축이었던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나 자
본축적 전략의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미국 헤게모니의 전망과 관
련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달러 위기의 전망이다.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
기 위한 조정, 금융 및 투자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달러위기를 방지하고 금융세계
화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아
시아 전략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막대한 양의 수출달러를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시킴으로써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이에 기반한 금
융세계화가 확대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미국 헤게모니의 약탈적이고 일방주의적 속성이 강
화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여전이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이나 투자·금융개방 등에서 지역국가들과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
시일 내에 헤게모니의 쇠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능력이 갖는 한계로
인해서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이행 또한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국의 만성적인 위기
는 동아시아와 중국에게 더 큰 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아시아와 중
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 동아
시아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달러 가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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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유자산의 가치 유지)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위
기는 동아시아의 기회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더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결과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과 지역 국가들의 대응 방향에 따라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 세계체계와 동아
시아 지역체계의 재편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세계체계의 미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이
다. 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인 달러 발권이익
과 금융세계화가 유지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생산의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했고, 금융위기 이후
에는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헤게모니의 위기는 자동적으로 헤게모니의 쇠퇴와 이행으로 귀결
되지 않으며,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과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관한 분석은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물론,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미래에 관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5. 논문의 구성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미국 헤게모니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힘에 관한 현실의 논쟁, 헤게모니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미국 헤게
모니의 진화를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으로 개념화한다. 나아가 미국 헤게
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통해 20세기 초·중반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기부터, 1970년대
의 헤게모니 위기, 1980-90년대 이후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한 헤게모니의 쇄신, 그
리고 2007-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분석한
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을 국제관계론의
주류적 패러다임, 그리고 이념 및 이익을 통한 설명으로 분류해서 간략히 검토한
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서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이나 자본주의 세계체계 같은
구조적 변수와 행위자들 간의 더 구체적인 지정학적 상호작용을 결합해서 헤게모
니 국가로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설명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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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를 토대로 1960년대까지의 시혜적 헤게모니, 1970년대의 과도기, 1980년
대 이후의 약탈적 헤게모니 시기로 이어지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드러난 미국 헤게모니의 모순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2007-08년 금융위기를 분석한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의 쇄신을 가능하
게 했던 금융적 축적이 위기로 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한 이중적자·삼중적자의 누적, 그리고 이를 통한 금융적 팽창이 갖는 고유한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당국의 대응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미국이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해서 위기에 대응하면서 손실을 세계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세계전략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통화·금융권력의
유지에 사활적인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5장에서는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에 관한 분석을 미국 헤게모니 및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분석과 결합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갖는 함의를 밝힌다. 우선 미국의 세계전
략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체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정학과 지역경제라는 두 차원에서 설명하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
략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검출한다. 다음으로 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의 핵심 쟁점인 중국의 부상을 헤게모니 이행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전략 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으로의 회귀·재균형 전략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의 변화에서
갖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6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 평가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동아
시아 전략에서 나타난 변화를 간략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
후의 변화가 세계전략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조정임을 주장한다.

제2장. 이론적 자원: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2장에서는 미국의 힘에 관한 현실의 논쟁, 그리고 헤게모니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이론적 자원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제시한다.
우선 1절에서는 미국의 힘과 국제체계의 변화에 관한 현실의 논쟁을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른바 ‘미국쇠퇴론’ 논쟁, 그리고 탈냉전 이후 ‘단극
체계’의 안정성에 관한 논쟁, 미국의 힘과 대외전략의 미국적 예외성에 관한 논쟁
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절에서는 1절에서 검토한 논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세계헤게모니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 세계
헤게모니의 장기순환과 세계체계분석, 세계헤게모니와 “체계적 축적순환”의 세 가
지로 분류해서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구체화한다.
3절에서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이론적 자원을 ‘미
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으로 제시한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자본축
적의 메커니즘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제도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의 변화를
통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설명한다. 특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
국 헤게모니의 형성기부터 2007-08년 금융위기에 이르는 시기의 미국 헤게모니 변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통화·금융권력을 중심으로
쇄신된 1980년대 이후의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일관되게 분석하지 못한 기존 이
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1. 미국의 힘에 관한 논쟁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미국쇠퇴론 논쟁이나 단극체계에 관한
논쟁은 헤게모니 자체에 관한 엄밀한 분석은 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헤게
모니 분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쟁을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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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쇠퇴론 논쟁
미국 헤게모니와 관련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미국의 쇠퇴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의 쇠퇴가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1970-80년대
이후 확산되었다.1) 당시의 미국쇠퇴론을 대표하는 연구는 케네디(Kennedy, 1987),
칼레오(Calleo, 1987; 1992)의 연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으로는 스트
레인지(Strange, 1987), 헌팅턴(Huntington, 1988), 나이(Nye, 1990)의 연구가 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역사적으로 묘사한 케네디는 미국이 ‘제국적 과잉팽
창’(imperial overstretch)으로 인해서 경제적 우위를 상실했고, 이는 곧 미국의 쇠퇴
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칼레오 역시 유사
한 맥락에서 탈산업화, 재정적자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미국 쇠퇴의 원인으로
제시했다(Kennedy, 1987; Calleo, 1987, 1992).
미국의 쇠퇴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는 미국의 경제규모, 기술수준, 군사력의 우
위,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의 개방성 등이 제시되었다. 스트레인지는 지식, 금융, 생
산, 군사 등 네 가지 핵심 축에서 미국이 ‘구조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
면서 쇠퇴론을 비판했다. 나이 역시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건재하며, 소프트파워의
측면에서도 보편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헌팅턴은 경제력의 부분적 쇠퇴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문화적 우
위,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활력으로 인해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Strange, 1987; Nye, 1990; Huntington, 1988).
이중적자와 저성장 같은 경제적 문제는 1980년대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서독과
일본의 추격이 지속되면서 현실의 논쟁에서는 쇠퇴론이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이
러한 논쟁 구도는 탈냉전을 계기로 반전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지정학적 위협 요
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금융세계화와 장기호황으로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회복되면
서 미국쇠퇴론의 현실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1년의 신경제 붕괴, 부시(G. W. Bush)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인한 정당
성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미국쇠퇴론이 다시 등장했다. 탈냉전 이후의 논쟁에서

1) 최근의 미국쇠퇴론이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이행에 관한 논의와 결합된 것처럼, 1970-80년대
의 미국쇠퇴론은 일본으로의 헤게모니 이행에 관한 논의와 결합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보겔(Vogel, 1979)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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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조하던 주장은 2000년대의 이중적자 급증으로 비판에 직
면했고,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미국쇠퇴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문제는 이론적 혁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1970-80년대의 논쟁구도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제기된 미국쇠퇴론의 주된 근거는 1970-8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
국 경제력의 쇠퇴였다. 특히 2000년대에 급속히 증가한 이중적자가 더 이상 유지
하기 힘든 규모라는 지적이 지속되었고, 금융위기는 미국의 쇠퇴를 확증하는 사건
으로 인식되었다(Layne, 2009, 2010, 2011; Altman, 2008; Quinlan, 2011). 또 제국적
과잉팽창에 관한 1980년대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도 등장했다. 이라크전 이후의 군
비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미국 헤
게모니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Ferguson and Kotlikoff, 2003; Calleo, 2010;
Mandelbaum, 2010; Bacevich, 2002, 2008).
또 1970-80년대의 미국쇠퇴론이 서유럽과 일본, 특히 일본이라는 도전세력의 존
재를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의 쇠퇴론은 아시아의 신흥국, 특히 중국의
도전을 강조했다(Prestowitz, 2006; Mahbubani, 2008).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의 성장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력은 최소한 상대적 수준에서는 쇠퇴한 것이 분명하
며,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해졌다. 따라서 미국의 우위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Zakaria, 2008; Kupchan, 2012, 2002a,
2002b; NIC, 2008, 2012; Khanna, 2009).
미국쇠퇴론 비판의 논거 역시 1970-80년대와 유사했다. 이중적자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경제의 ‘구조적 우
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규모와 제도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미국경제의 토대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강하고(Becker, 2010; Wolf, 2008; Joffe, 2014: 73-92; Gelb, 2009),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에서 그 격차는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Segal, 2011;
Joffe, 2014: 189-190; Cette and Bourkès, 2007; Koopman et als, 2008; Beckley, 2011).
또 미국의 우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나 정치체제의 개방성, 소프트파워
(Ikenberry, 2002, 2008; Joffe, 2014: 228-249; Nye, 2011), 인구구성의 우위(Kotkin,
2010) 등 다른 근거들도 제시되었지만 과거의 논의지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대외관계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해 온 미국쇠퇴론 논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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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혁신을 결여한 채 유사한 논쟁 구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의
경제적 난국과 1980년대 이후의 금융 호황, 글로벌 불균형 구조의 심화와 이중적
자의 확대는 편의적으로 해석되어 미국의 쇠퇴와 미국의 우위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 미국쇠퇴론의 논거와 그것을 반박하는 논거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
복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혼란은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컨대, 이중적자의 증가를 단순한 약점으로 해석할 경우,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금융세계화나 호황을 분석하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구조
적 우위를 강조할 경우 그런 구조적 권력이 활용되는 방식이나, 그로부터 발생하
는 긴장과 갈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위와 취약성을 어떻
게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우위와 취약성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는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단극체계의 안정성 논쟁
탈냉전으로 인해서 양극체계가 붕괴하고 금융세계화의 확대로 미국의 경제적 우
위가 회복된 1990년대에 미국의 힘과 관련된 논의는 미국의 쇠퇴가 아니라 단극체
계의 안정성과 미국의 우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Kapstein and
Mastanduno, eds., 1999; Cox, 2001a, 2001b; Kaufman et als, 2007; Paul, 2004; Brooks
and Wohlforth, 2008; Ikenberry, ed., 2002). 이와 관련된 논의는 흔히 ‘단극체계’로
지칭되는 국제체계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미국의 힘과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과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탈냉전 직후 주류 국제관계론을 대표하는 세력균형론은 미국의 힘의 우위와 미
국에 의존하는 단극체계의 지속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다
른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이에 대항하는 균형이 발생해 단극체계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Mearsheimer, 1990; Waltz, 1993; 2000;
Layne, 1993). 이러한 과정은 국제체계의 속성(무정부상태),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
(국가)의 목표(안보와 생존)이라는 논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초역사적이고 보편
적인 것으로 전제된다. 따라서 헤게모니 국가의 대외전략이나 힘의 속성, 지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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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 안보·군사 영역 이외의 경제·문화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과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Ikenberry, 2002; Kaufman et als, 2007; Paul, 2000).
그러나 이들의 전망과 달리 현실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균형연합(balancing
coalition)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 국가들이 균형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
게 전가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승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위경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Wohlforth, 2008; Deudney and Ikenberry, 1999; Mastanduno,
1999; Brooks and Wohlforth, 2002; Jervis, 2009). 미국 역시 방어적인 균형을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활용해서 공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다.
세력균형론의 이런 결함을 해결하고, 단극체계 하에서 미국의 전략과 다른 국가
들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우선 미국의 압도
적인 힘의 우위로 인해서 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Wohlforth,
2002; Brooks and Wohlforth 2005, 2008; Wohlforth 1999; Mastanduno and Kapstein,
1999). 단극체계 하에서 미국 대외전략의 유일한 변수는 미국 자신의 힘이며, 미국
의 대외전략에 대한 제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극체계 하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개입정책을 통해 국제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
방주의적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Brooks and Wohlforth, 2008).
그러나 미국의 힘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인 평가 속에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쇠
퇴의 여러 가지 징후들, 즉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외부채, 국내 경기 침체, 동아시
아 자본에 대한 의존, 중국의 부상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
시 미국의 쇠퇴와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건
재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쇠퇴
론 논쟁에서 본 것처럼 관련 논쟁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음으로, 세력균형론의 이론적 전제들을 완화해서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일종의
균형이 존재함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출현했다. 흔히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제
도적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 ‘위험분산’(hedging)이라고 불리는 전략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균형의 논리를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대체한 이른바 ‘위협균형론’이나 균형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약소국의 분석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미국에 대한 균형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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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Pape, 2006; Paul, 2006). 따라서 미국은 연성균형
전략이 강성균형 전략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
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힘의 우위상태
에 있더라도 관대한 외교정책을 추구한다면 미국에 대한 세력균형은 상당기간 억
제되고, 단극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Walt, 2008; Pape, 2006; Mastanduno, 1997).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헤게모니 국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헤게모니 국가의 행동에 대한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은 연
성균형 전략의 채택 여부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순환논리가 발
생한다. 또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은 물론, 연성균형론 역시 분석을 군사·안보 영역
으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나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가
제기하는 쟁점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탈냉전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
인 대외경제전략이나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가 분석되지 못했던 것이다.2)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과 달리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다른 국
가들의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금융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공세적인 전략이나 미국의 일방주의
적인 군사행동이 야기한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의 속성에 대한 평가, 그리
고 그로부터 형성된 대외전략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미국적 예외성 논쟁
단극체계와 관련된 논쟁에서 시작된 미국 대외전략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미국
이 가진 힘과 미국 대외전략의 속성,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의 성격과 관련된 별
도의 논쟁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의 힘과 그 힘이 행사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
성을 통해서 단극체계의 유지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근거는 미국의 힘
과 대외전략의 입헌주의적·자유주의적 속성이다.

2) 머스탄두노(Mastanduno, 1997)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대외전략의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구별하고, 전자를 위협균형론의 논리로, 후자를 세력균형론의 논리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영역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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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예외성은 스스로 제도적 제약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고도로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2차 세
계대전 이후 미국은 다자주의적 국제제도에 기초해서 국제질서를 구축했는데, 단
극체계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국제제도들이 미국이 갖는 정당성의 원천
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합의된 규칙과 제도에 기초해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
국에 대항하는 균형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또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능력에 부침이
있더라도 이러한 예외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쇠퇴가 예방될 수 있다(Deudney and
Ikenberry, 1999; Ikenberry, 1998, 2002, 2008, 2011; Nye, 2003).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힘의 크기에서 미국 헤게모니와 단극체계의 안정성을 도
출하는 주장과 달리, 미국의 힘과 대외전략의 자유주의적 속성에 주목하는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국제질서의 수립과 운용에서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일정하게 포섭
했고, 이 때문에 이들이 미국에 대한 균형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
거되었음을 강조한다. 미국에 대한 균형이나 도전의 부재가 미국의 힘에 대한 인
식이나 균형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에 대한 요구가 없
다는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우위의 원천은 단순
한 물리적 능력의 우위가 아니라 미국의 우위가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들에게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중국의 부상 같은 국제체계의 힘의 분포의 변화로 인한 불
안정을 순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전략은 미국 헤게모니의 정당성과 미국에 대한 자발적 동의
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단기적인 이익이 희생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와 국제체
계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자제도를 통한 개입을 유지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자제도가 부과하는 제약을 수용
하는 전략적 자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Martin, 1992; Nye, 2003; Ikenberry, 2002).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의 힘과 대외전략이 과연 이러한 속성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채위기나 외환위기를 매개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일련의 신자유
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제안함으로써 미국이 자국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
제정치경제질서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Eichengreen and
Bordo, 2002; Gowan, 1999; Walter, 1991; Beeson and Broome, 2010; Harve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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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강한 ‘제국’ 혹은 다른 국가
의 위기를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착취적인 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나 미국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논의가 확산되기도 했다(Taylor, 2002; Arrighi, 2005a, 2005b;
Bacevich, 2002, 2008; Todd, 2002).
미국의 예외성에 관한 주장은 서구의 경험과 서구 엘리트들의 인식을 특권화한
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서구에서는 다자제도에 기초해서 지역체계를 건
설하고, 지역전략을 실행했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는 다자제도를 우회해서 더 직접
적인 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각종 국제제도들에서
과소대표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 미국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서구 엘리트들
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의 엘리트들이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Hurd, 1999; Owen, 2006).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
한 설명으로 일반화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힘과 대외전략의 입헌주의적·자유주의적 속성이나 국제제도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형성·변형하거나 제도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헤게모니 국가의 능력과 전략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탈냉전 이후
나타난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공세적 자유무역정책, 금융세계화 등은 미국이 다자
제도를 우회하거나, 기존 제도의 기능을 변화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례들이
다. 이처럼 미국은 국제제도나 규범이 부과하는 제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국의 필요에 따라 수정주의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고, 헤게모니 국가가 공공
재 공급의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헤게모니 국가의 힘
의 속성이나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의 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헤게모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힘과 그것에 기반한 국제체계의 속성에 관한 논
의는 개념적 엄밀성을 결여한 채 현실의 변화를 추수하거나, 특정 요소만을 편의
적으로 강조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힘에 대한 분석
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절에서는 ‘헤게모니’3) 개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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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중심으로 두는 연구들을 검토한다. 2절에서 검토할 이론들은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헤게모니 개념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계질서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
구의 이론적 자원을 구체화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1)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
주류 국제관계론, 국제정치경제론에서 헤게모니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해 온 것
은 오간스키(A. F. K. Organski)와 쿠글러(J. Kugler) 등의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길핀(R. Gilpin)의 헤게모니 이행론(hegemonic transition theory)이다.
197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2
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헤게모니 개념
을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은 국제체계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신현실주의
의 이론적 전제들을 비판하면서 헤게모니의 이행을 중심으로 국제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거대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에 따르면, 국제체계 위계의 최상층에 위치하는
헤게모니 국가는 팽창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팽창을 지속하
며, 주요 강대국들이 현재 국제체계에 만족한다면 체계는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력의 불균등 발전4)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전국이 출현하면
국제체계의 안정성이 파괴된다. 도전국이 전쟁의 기대효용이 기대비용보다 크다고

3) ‘헤게모니’ 개념은 리더십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헤게모니아’(Hegemonia)에서 유래하며, 국
제관계에서 주도적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헤게모니 개념은 그람시(A.
Gramsci)의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람시는 헤게모니 개념을 문화
적·도덕적 지도력과 이데올로기적 동의를 중심으로 정의했고, 이것이 1970년대 이후 ‘세계
체계’에 관한 네오그람시언들의 분석(Cox, 1987; Gill and Law, eds., 1993; Arrighi, 1994)으로
확장·수용되면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헤게모니 개념과 현실의 헤게모니 국가
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Cohn, 1999; Griffiths and O’Callaghan, 2002).
4)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의 ‘정적인’(static) 국제체계에서는 동맹을 통한 상대적 국
력의 변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이러한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의 ‘동적인’(dynamic) 국제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맹이라는 외재적 변수가 아니라 산
업화라는 내재적 발전을 통한 국력 증대에 주목해야 한다(Organski and Kugler, 1980).

4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판단하는 시점에 헤게모니 전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 헤게모니 이행이 나타난다.
헤게모니 이행과 국제체계의 변화를 이론의 핵심으로 하는 세력전이론과 헤게모
니 이행론은 1970-80년대의 미국쇠퇴론 논쟁의 주요 이론적 도구였고, 최근에도 미
중간 헤게모니 이행과 관련된 논쟁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Lai, 2011; Chan,
2008; Ross and Zhu, 2008; Tammen, Kugler and Lemke, 2011; Lemke, 2004; Zhu,
2006). 그러나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은 몇 가지 이론적 취약점으로 인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우선 단순하고 평면적인 국력개념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세력전이론에 따르
면 국력은 인구, 생산성(1인당 GNP), 자원을 국력으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능력의
함수(인구 × 생산성 × 자원동원력)이다(Tammen et al., 2000; Organski and Kugler,
1980). 이러한 국력개념 하에서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나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의 변화, 기술혁신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헤게모니의 이행 과정, 특히 통화·금융에서의 우
위를 극대화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커다란 약점이 될 수 있다.
헤게모니 이행에 관한 설명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계적이다. 헤게모니 이행
은 헤게모니 국가와 도전국의 상대적 힘, 그리고 도전국의 의도라는 두 가지 조건
이 충족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역전불가능한 과정이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
는 것이 헤게모니 국가를 현상유지 국가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헤게모니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속성이나,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을 변
화시킬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체계를 변화시키는 수정
주의적 지향을 가질 수도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변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백창재, 2008).
도전국의 의도가 결정되는 과정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이다. 불만족한 도전국의 국력이 헤게모니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성
장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요인으로도 역전시킬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전제
된다(Tammen et al., 2000; Organski and Kugler, 1980; Gilpin, 1981; Kugler and
Lemke, eds., 1996). 그러나 헤게모니 국가가 수정주의적 지향을 가지거나, 거부권적
권력을 행사할 경우 도전국이 자신의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다. 헤게모니의 쇠퇴
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이고 일방적인 대응이 1980년대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갖는 중요성이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강력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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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서 미중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의 ‘헤게모니 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5)적
성격도 문제이다. 이들에 따르면 헤게모니 국가의 존재는 국제체계의 안정성을 보
장하며, 체계의 안정성은 헤게모니 국가의 힘의 우위에 비례한다. 그러나 헤게모니
국가의 존재와 체계의 안정성 사이의 강력한 인과관계는 이론적으로도 취약하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헤게모니 국가의 힘을 국제체계의 안정성과 직
접 연결시킴으로써 미국 헤게모니와 대외전략의 전략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
를 포착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세계헤게모니의 역사나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헤게모니
적 불안정’(hegemonic instability)이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나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
다. 또 1980-90년대에는 금융세계화에 기초한 미국의 상대적 번영과 통화·금융에서
의 구조적 우위의 강화,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흥시장의 위기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는 헤게모니 국가가 전략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파괴, 변형, 우
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제체계의 불안정을 담보로 헤게모니의 변형과 강화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Calleo, 1982; Strange, 1987; Walter, 1991; Seabrooke,
2001; Mastanduno, 2009; Beeson and Broome, 2010; Kirshner, 2014a).
이처럼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은 헤게모니의 이행과 국제체계의 변화에
관한 거시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만,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그것이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1980-90년대 이후의 금융세계
5) 킨들버거(Kindleberger, 1973)는 공공재 이론을 원용해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지닌 헤게모니
국가가 존재할 때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세계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헤
게모니 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으로 알려진 이러한 주장은 국제관계론의 현실주의
와 신자유주의의에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수용된다.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전제들을 공유
하는 크래즈너(Krasner, 1976)와 길핀(Gilpin, 1981)은 리더십과 공공재의 공급을 헤게모니 국
가의 국익추구로 설명하며,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지속성은 전적으로 헤게모니
국가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쇠퇴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다시 복구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지며, 국제문제의 해결에서 다자간 협
력보다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 국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주의와 친화성을 갖는 것이다. 반면,
커헤인과 나이(Keohane and Nye, 1977; Keohane, 1984)는 다자적 협력과 국제제도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쇠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제도와 주요 국가들의 정
책적 조정이 헤게모니 국가가 공급하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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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기술혁신 등 자본축적 메커니즘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7-08년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 대해서 갖는 함의도 분석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한계는 현실주의적 전제들에 기반한 주류 국제관계론 전체가 공유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은 현실주의적 가정에 기반해서
국가의 외적 자율성과 내적 동일성을 전제하고 민족국가를 배타적인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그러나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로서 자본축적 메커니즘의 변화나 이것
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히 국가들 간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세계
적 수준의

분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세력전이론과 헤게모니 이행론은 이를 위한

이론적 도구들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인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2) 세계헤게모니의 장기순환과 세계체계분석
① 세계헤게모니의 장기순환
장기파동론에 기초한 세계헤게모니 연구는 길핀의 헤게모니 이행론처럼 주기적
으로 나타나는 전쟁과 이로 인한 헤게모니 국가의 교체를 분석한다.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경기순환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불황에 주목하는 장기파동론은 대불황
시기였던 1930년대에 유행한 이후 전후 호황기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70
년대에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
다(Goldstein, 1988: 21-63; Li, Xiao and Zhu, 2007).
별개의 연구로 진행되던 장기파동연구와 헤게모니 순환 연구는 골드스틴
(Goldstein, 1988)의 연구를 계기로 세계헤게모니의 순환에 관한 연구로 결합되었다.
골드스틴에 따르면, 14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주기의 장기파동은 총 9번 관찰
되며,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세 번의 헤게모니 순환이 나타났다. 전쟁을 통해서
확립된 헤게모니 국가의 우위가 침식되면서 체계가 다극화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
화되면서 헤게모니 이행이 나타난다. 시기적으로 헤게모니 순환과 장기파동이 완
전히 조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Goldstein, 1988: 280-37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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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골드스틴: 장기파동과 세계헤게모니 순환>
헤게모니전쟁 군사혁신

신질서

세계헤게모니

세계체계의 진화
주변부의 팽창,

베네치아(1350-1648)

잉여의 증대로 인한
전쟁비용의 급증,
중심부 국가의 공고화

30년전쟁
(1618-48)

용병

혁명전쟁
(1793-1815)

상비군

양차세계대전
국민개병
(1914-1945)

베스트팔렌 네덜란드(1648-1815) 중심부에서의 세력균형,
조약(1648) (도전자: 합스부르크)
주변부의 고착화
비엔나회의
(1815)

영국(1815-1945)
(도전자: 프랑스)

산업화, 철도/증기선,
주변부의 분할

얄타회담
(1945)

미국(1945-)
(도전자: 독일)

태평양의 부상, 핵전쟁,
우주·정보화시대

2015-2030년? 첨단기술

나아가 골드스틴은 장기파동과 세계헤게모니 순환에 관한 기존연구에 입각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세계전쟁을 전망했다. 골드스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의 팽창국면은 2015년을 전후해서 종결되며, 그 다음 국면에서 헤게모니 전쟁이
발생한다. 골드스틴은 2015-2030년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것이며, 그 정점은 2020
년대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Goldstein, 2006).
골드스틴의 연구는 전쟁을 매개로 한 헤게모니 순환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장기
간에 걸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장기적 추세와 헤게모니 순환의 역사를 이론적으
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에서는 장기적인 시간에
걸친 지표들이 나열적으로 제시될 뿐, 임금, 물가, 경제성장, 전쟁 등 주요변수들
간의 엄밀한 인과관계는 제시되지 않는다. 또 헤게모니의 경제적·기술적 토대와 그
것들의 변화, 그러한 변화가 세계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 때문
에 유동자본의 집중에 기반한 금융적 축적이나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 같은 미국
헤게모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헤게모니 전쟁의
발발이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파동론과 세계헤게모니 순환에 관한 연구는 세계정치리더십, 즉 헤게모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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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순환(long cycles)과 세계경제 선도부문(leading sector)의 공진화(co-evolutioin)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모델스키와 톰슨(Modelski and Thompson, 1996; Thompson,
2001)은 세계경제의 선도부문(leading sector)의 혁신의 능력과 정치리더십, 즉 헤게
모니의 공진화를 토대로 포르투갈에서 미국에 이르는 헤게모니의 순환을 설명했
다. 세계정치리더십의 장기순환과 세계경제 선도부문의 장기파동은 구조적으로 조
응하면서 진화하는데, 양자를 매개하는 것이 세계전쟁이다.
모델스키와 톰슨의 세계체계는 위계의 최상층에 있는 세계강국(global power)과
도전국들로 구성된다. 세계강국은 해양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최강의 해군력
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한다. 세계강국의 경제성장은 세계경제를 주기적으로
재구성하는 선도적 상업·산업부문의 혁신에 기초하며, 경제성장 주도부문의 성쇠는
세계체계의 리더십의 성쇠와 밀접히 연관된다(Modelski and Thompson, 1988).6)
헤게모니의 순환은 의제형성(탈정당화), 연합형성(탈집중화), 거시결정(세계전쟁),
완성(세계헤게모니)의 네 국면으로 나타난다. 탈정당화 단계에서는 기존의 세계강
국의 독점적 지위가 침식되면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전망이 출현한다. 탈집중화
단계에서 세계강국의 지위는 더 쇠퇴해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상실한
다. 세계강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그 지위에 도전하는 연합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이 격화되어 세계전쟁으로 비화된다.
이러한 헤게모니 순환의 주기는 100-120년 주기의 장기순환으로 나타난다. 15세
기 포르투갈의 헤게모니를 거쳐,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이행되면서
헤게모니는 진화했고, 세계전쟁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으며, 세계체계 역시 더 복
잡하고 거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헤게모니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경제활동을 재조직하고 선도적인 산업부문을 창조하는 혁신의 주기적 순환이 나타
난다. 선도부문의 혁신은 다른 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Thompson, 2001: 24; Modelski and Thompson, 1996; Modelski, 2005).7)

6) 세계국가에 대한 도전국가는 육군력에 의존하는 대륙국가이며, 세계국가에 비해서 폐쇄적
인 사회와 경제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세계국가는 민주성·개방성을 띠기 때문에 세계의 민
주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Goldstein, 1988). 암스테르담 학파를 대표하는 페일(Pijl, 1998,
2006)은 이를 로크적 국가와 도전국의 홉즈적 국가의 대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헤게모
니의 자유주의적 속성에 관한 논의는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Wallerstein, 1983)이나 체계
적 축적순환에 관한 아리기와 테일러(Arrighi, 1994; Taylor, 1996)의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7) 선도부문의 장기파동은 960년부터 1973년까지 총 18회 발생했으며, 이 중 15-18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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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모델스키와 톰슨: 세계헤게모니와 세계경제의 공진화>
의제설정
(탈정당화)

연합형성
(탈집중화)

거시결정
(세계전쟁)

완성
(세계헤게모니)

대서양-유럽

(세계 헤게모니 출현)
1516
장기순환5
포르투갈
(도전국: 스페인)

1430
정보
(발견)

1460
부르고뉴-합스부르크

1494
이탈리아전쟁,
인도양전쟁

1540
통합
(칼뱅주의)

1560
1580
칼뱅주의 인터내셔널 네덜란드-스페인전쟁

1609
장기순환6
네덜란드
(도전국: 프랑스)

1640
정치적 틀
(세력균형)

1660
영국-네덜란드 동맹

1688
대동맹전쟁

1714
장기순환7
영국 I
(도전국: 프랑스)

1740
경제적 혁신
(산업혁명)

1760
무역공동체

1792
혁명전쟁,
나폴레옹전쟁

1815
장기순환8
영국 II
(도전국: 독일)

대서양-태평양
1850
정보
(지식(IT)혁명)

(아시아-태평양의 통합)
장기순환9

1878
영-미 특별관계

1914
1-2차 세계대전

1945
미국 I

2000
민주화 이행

2026

2050
장기순환10
미국 II
(도전국: 중국?)

2080
정치적 틀
(세계적조직)

2110

2140

2170

장기순환11

2200
경제적 혁신
(경제조직)

2230

2260

2300

장기순환12

1973
통합(민주화)

선도부문들은 주로 대양 무역 체계의 구성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출현한 것이다. 반면,
18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선도부문들은 새로운 대규모의 생산 및 교통 기술들
을 사용하는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Modelski and Thomp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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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스키와 톰슨은 세계헤게모니의 장기순환과 선도부문의 장기파동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하나의 헤게모니의 장기순환이 두 개의 선도부문의 장기파동과 조응한
다고 주장했다. 세계헤게모니의 장기순환과 선도부문의 장기파동의 공진화가 발생
하는 것은 세계헤게모니와 세계전쟁이 경제적 자원을 요구하고 세계경제가 정치체
계의 안정성과 보호를 요구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델스키와 톰슨의 세계경제 선도부문과 세계정치리더십의 공진화 분석은 헤게
모니 이행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장기파동과 헤게모니 이행의 인
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골드스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했다. 또 이들의
분석은 헤게모니의 교체가 단순한 주기적 순환이 아니라 단절과 진화라는 것을 보
여줌으로써, 헤게모니의 변화와 개별 헤게모니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틀을 제
공해 준다(Thompson, 2000, 2001; Modelski, 1996, 2001).
이러한 특성은 헤게모니 이행에 관한 전망에서도 나타난다. 골드스틴과 마찬가
지로 모델스키와 톰슨 역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국면, 즉 탈정당화가 이미 1970
년대 이후 시작되었다고 주장했고, 2000년대 이후를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국면으
로 규정했다(Modelski, 2005). 그러나 모델스키와 톰슨은 정보화, 세계화, 민주주의
의 확산, 세계적 조직의 출현 등으로 인해서 헤게모니의 이행이 세계전쟁으로 나
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Modelski and Thompson, 1996: 211-229).8)
그러나 세계경제 선도부문과 세계정치리더십의 공진화에 관한 분석은 기술적 혁
신을 특권화하면서 금융화와 같은 자본축적 메커니즘의 변화는 헤게모니 분석의
틀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자본축적의 팽창과 위기, 자본축적에 조응하
는 제도적 형태들의 변화나 혁신의 계기들이 분석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론적 결함으로 인해 1990년대의 신경제를 새로운 선도부문과 기술혁신의 출현으로
설명하면서 그 배경에 있는 금융적 축적의 불안정성을 간과하는 등 현실 설명력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냈다(Modelski and Thompson, 1996: 211-229). 이들의 분석을
통해서 첨단기술 등에 있어서 미국이 갖는 우위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
화·금융에서의 우위나 금융세계화가 제기하는 모순 등 오늘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
체계의 변화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쟁점을 분석하기는 힘들다.

8) 동시에 모델스키와 톰슨은 만일 세계전쟁이 발생할 경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의 발전 등으
로 인해서 세계전쟁의 결과는 헤게모니 이행이 아니라 인류문명의 파괴와 절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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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체계분석
월러스틴으로 대표되는 세계체계분석(world system analysis)은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자본축적의 동학에 주목해서 헤게모니 이행을 설명한다.9) 세계체계분석
은 종속이론, 마르크스주의, 브로델로 대표되는 아날학파의 경제사 연구 등 다양한
이론적 원천을 종합해서 자본주의가 출현한 이후 현대 세계의 전개과정이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 즉 개별 국가가 아니라, 체계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
인 분석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장기간의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러스틴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분석단위인 국가 혹은 사회라는 대상이 초역사
적이라고 추상적인 실체로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과학의 유일한 분석단
위는 역사적 체계로서 세계체계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체계의 성립 기준
은 단일한 상호의존적 분업구조이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세계체계는 세계제국과
세계경제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기축적 분업이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중심에 의해 매개되고 통제되는 역사적 체
계인 세계제국과 달리 세계경제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지배집단들이 각자의 국
가기구를 활용해서 세계경제 내에서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한다.10) 또 세계경제의
9) 세계체계론은 자본주의가 출현한 이후 현대 세계의 전개과정이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 즉
개별 국가가 아니라, 체계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장기간의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세기 이
후 유럽에서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형성·팽창되는 과정에 관한 월러스틴의 연구가 가장 널
리 알려져 있지만, 세계체계분석 내부에는 세계체계 분석의 시공간적 경계나 세계체계의 구
성원리를 둘러싼 쟁점이 있다. 세계체계분석의 시공간적 경계에 관해서는 아부-르고드
(Abu-Lughod, 1989, 1990), 프랑크와 길즈(Frank and Gills, 1993; Frank, 1998), 체이스던과 홀
(Chase-Dunn and Hall, 1997) 등이 주로 세계체계 분석의 지평을 현대 유럽으로 국한하는 월
러스틴의 ‘유럽중심주의적’ 주장을 비판했다. 한편, 세계체계의 구성원리와 관련해서는 아민
(Amin, 1999a)이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분업이라는 월러스틴의 도식을 비판하면서 중심주변의 양극화를 주장했고, 아리기는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경쟁을 특권화하는 월러스틴을 비
판하면서 세계헤게모니에 대한 분석을 강조했다(Arrighi, 1994; Arrighi and Silver, 1999).
10) 세계제국에서 생산물은 공납이라는 형태로 생산자들로부터 제국적 관료기구로 영유되며,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논리가 체계 전반을 통제한다(Wallerstein, 1979: 156; 1984:
151). 이로 인해서 로마, 비잔티움, 중국 같은 세계제국은 자본주의의 효과적 성장을 가로막
고 경제성장에 한계를 부과하는 정치적 제약을 구축할 수 있었다(Wallerstein, 197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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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기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분업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Wallerstein, 1979: 38; Wallerstein, 1999a: 86). 월러스틴에 따
르면 현대세계체계는 세계경제를 의미하며, 세계경제는 곧 세계자본주의이다. 16세
기 유럽에서 탄생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전지구적 팽창이 바로 현재의 세계를
규정하는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Wallerstein, 1983: 19).
월러스틴은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의 공진화 모형과 달리 세계경제의 변화가 세계
정치를 결정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자본축적의 동학을 중심으로 국가간 체계와
세계헤게모니의 이행에 관한 분석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장
기 16세기’(1450년-1640년)에 유럽에서 등장해서 전세계로 팽창한 자본주의 세계체
계는 ‘기축적 분업’(axial division of labor)이라는 단일한 체계적 분업으로 통합된
자기 충족적 단위로서 세계경제와 그것의 “정치적 표현” 혹은 “상부구조”인 국가
간 체계로 구성된다(Wallerstein, 1983).
세계체계의 조직적 구성원리인 기축적 분업은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위계
적 분할로 나타난다. 중심부는 고도로 기계화된 고이윤·고임금·고숙련의 생산에 특
화된 반면, 주변부는 원료공급, 저이윤·저임금·저숙련 생산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Hopkins and Wallerstein, 1982: 59). 반주변부는 중심부에서 수익성이 하락한 생산
활동을 유치하는 동시에, 주변부로 저임금·저수익 생산활동을 배출한다. 반주변은
대체로 부등가교환 체계 속에서 수출상품의 종류, 임금수준, 이윤수준 등에서 중간
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Wallerstein, 1979: 70-75). 또 반주변부는 세계체계
내에서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전의 쇼케이스로 기능하기도 한다. 중심
부-반주변부-주변부의 구조에서 개별 국가의 상향이동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전체
로서 세계체계 내부의 위계는 유지된다(Hopkins and Wallerstein, 1979: 485).11)
11)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상향이동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북미의 경우
세계체계의 외부에서 주변부로 통합되었다가, 결국 중심부로 발전한 드문 경우이다. 일본과
이탈리아 경우 세계체계의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했으며, 한국과 타이완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상향이동했다(Arrighi and Drangel, 1986; Silver and Arrighi, 2000). 월러스틴에 따
르면 세계체계가 변화하는 몇 개의 예외적인 국면에서 일부 국가들이 상향할 수 있는 기회
가 발생하는데,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회포착 전략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일부 중심부 국가의 지위가 취약해지며, 소수의 반주변부, 혹은 주변부 국
가들이 이들에 대해서 경제적 공세를 취하면서 상향이동을 도모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1930년대의 브라질과 멕시코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초대에 의한 발
전이다. 세계경제의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수요는 일부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
지를 제공한다. 2차 대전 이후의 한국과 타이완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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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러스틴의 초기작업은 세계헤게모니의 교체를 세계경제의 수축과 팽창이라는
주기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결합시켰다. A1(성장) → B1(쇠퇴) → A2(성장) → B2
(쇠퇴)의 장기파동은 A1 국면에서의 헤게모니 후보국의 부상과 도전국 사이의 경
쟁, B1 국면에서의 새로운 헤게모니의 확립, A2 국면에서의 헤게모니의 성숙(진정
한 헤게모니), B2 국면에서의 헤게모니 쇠퇴, 헤게모니 국가와 도전자 사이의 경쟁
에 조응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Hopkins and Wallerstein, 1979, 495-497; 499).
그러나 골드스틴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장기파동이 헤게모니 순환과 결합되는 내
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취약했다. 이후 월러스틴은 콘드라티에프 파동
을 상대화하고, 150년 정도의 주기를 갖는 별도의 헤게모니 순환을 제시했다
(Wallerstein, 1983).12) 월러스틴에 따르면 헤게모니의 물질적 토대는 생산, 상업, 금
융이라는 세 영역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에 있으며, 강력한 군사
력도 중요하다. 이 네 영역에서 동시적인 우위가 유지되는 짧은 시기 동안 헤게모
니가 발생한다. 세계헤게모니는 “달콤하지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예외적 상태이
며,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경쟁이 세계체계의 정상적 상태이다(Wallerstein, 1983:
103-104, 1984: 38-39).
헤게모니의 교체를 상대적 효율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월러스틴은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라는 외생적 요인을 통해서 헤게모니 이행을 설명했다. 헤게모니 국가의 기
술적 우위가 외부의 모방에 의해 줄어들고, 체계유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헤게모니
국가의 효율성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서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세
계전쟁으로 귀결되면서 새로운 헤게모니가 출현한다. 월러스틴은 이러한 메커니즘
에 기초해서 역사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의 사례를 제시했다(Wallerstein, 1983).

(self-reliance) 전략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소련, 쿠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Wallerstein, 1979: 78).
12) 체이스던과 루빈슨은 자본축적률과 경제활동으로 측정된 장기파동, 그리고 국가간 체계의
경쟁(헤게모니 순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양자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Chase-Dunn and Rubinson, 1979: 279). 이들은 장기파동과 별개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세 가지 헤게모니 순환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월러스틴(Wallerstein, 1983)에 의
해서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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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월러스틴의 세계헤게모니 순환 분석>
네덜란드

영국

미국

시기

1625-1672년

1815-1873년

1945-1967년

경쟁자

스페인(합스부르크)

프랑스

독일

도전국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자본주의의
위기와 붕괴)

헤게모니 전쟁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1·2차 세계대전

국가간 체계의
재구조화

베스트팔렌 체제

유럽협조 체제

UN /
브레튼우즈 체제

하위파트너

네덜란드

영국

헤게모니적 예외성

지문화(geoculture)로서 현대성과 자유주의13)

1945년 이후 미국은 생산에 있어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고, 이러한 경제적 우
위를 정치적·군사적·문화적 이익으로 전화시켰다(Hopkins and Wallerstein, 1996: 215;
Wallerstein, 1991b: 6).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확장국면은
1967년에 종결되었고,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월러스
틴은 1970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한 미국의 헤게모니 순환이 2025년에 종결될 것
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Hopkins and Wallerstein, 1996: 9).
월러스틴의 분석에서 특이한 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국면인 1970년대부터 기
존의 헤게모니 위기 국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러스틴은 프롤레타리아화의 한계와 임금상승으로 인한
이윤압박, 기계화와 탈농화, 생태위기 같은 자본주의의 ‘장기추세’(secular trend)로
인해서 자본축적 비용이 급상승했고, 이 때문에 2025-2050년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13) 월러스틴에 따르면 세계체계는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ics)에 조응하는 지문
화(geoculture)를 갖는다. 특히 월러스틴은 헤게모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 즉 헤
게모니적 예외성으로서 현대성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주목했다(Wallerstein, 1995b:
130-132; 1999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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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미국 헤게모니 위기가 현대적 세계체계, 즉 자본주의 그 자체의 붕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주의의 장기추세로 인해 자본축적 비용의 외부화가 더 이
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부분적인 조정으로 체계의 순환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Hopkins and Wallerstein, 1999; Hopkins and Wallerstein, 1996: 221).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장기추세에 입각한 이러한 논의는 역사적 체계로서 자본주
의 세계체계의 팽창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며, 현재의 세계체계가 여러 측면에서
그러한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도 있다. 그러나 월러스틴의 이러한 결론이 가지는 문제는 장기추세 그 자체에 관
한 논의보다는 그로 인해서 1970년대 이후 헤게모니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대응
과 그러한 대응이 세계체계에 미친 영향, 특히 1980-90년대 이후 통화·금융권력을
토대로 나타난 미국 헤게모니의 혁신에 대한 분석이 봉쇄된다는 데 있다.
월러스틴의 분석이 갖는 이러한 한계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헤게모니를 이해하
는 이론적 전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우선, 월러스틴은 국가간 체계를 세계경제
의 종속변수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동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계 헤게모니의 동학이나 헤게모니 이행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화를 심화하지 않는
다. 헤게모니는 예외적인 상태로 간주되어 세계체계에 대한 이론화의 외부에 방치
되었고, 세계경제의 동학과 국가간 체계의 상호작용은 파악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체계분석은 헤게모니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
의 질적 단절과 진화를 포착하지 못한다. 월러스틴에게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16세
기 이래 동일한 규칙들을 따라 변화해 왔으며, 질적인 변화를 노정하지 않았다. 미
국 헤게모니의 위기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처음이자 마지막 위기이며, “우리가 알
고 있는 세계의 종언”을 의미한다(Wallerstein, 1999).
월러스틴은 최근의 작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자본주의 세
계체계의 붕괴를 주장하고 있다(Wallerstein, 2003, 2011). 그러나 여전히 미국 헤게
모니의 변화 양상이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분석은 취약하다. 이 때문에 세
계적 수준의 자본축적 동학에 주목하고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를 인식한다는 장
점에도 불구하고, 2007-08년 금융위기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이 미국 헤게모
니 변화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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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헤게모니와 “체계적 축적순환”
아리기의 세계헤게모니 분석은 일반적으로 세계체계분석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지
만, 세계체계분석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는다. 특히 아리기의 작업은 1970년대 미
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4) 아리기는 1970년대의 불황기를 거친 이후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재편
된 미국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헤게모니 순환에 관
한 분석과 결합하고, 금융화를 그러한 변화의 핵심 계기로 설정했다(Arrighi, 1994).
또한 아리기는 월러스틴이 종속변수로 취급했던 국가간 체계에 대한 분석이 자
본축적에 관한 분석과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rrighi, 1994: 84). 이러한 문제설
정 하에서 아리기는 ‘세계헤게모니’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에 관한 분석과 국가
간 체계에 관한 분석을 종합했다. 세계체계분석과 달리 아리기에게 세계헤게모니
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세계체계 구성의 필수요소이다. 아리기에 따르면 세계헤
게모니가 자본축적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때
세계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국가간 체계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를 위
해 헤게모니 국가는 세계체계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자본형태와 국가형태,
즉 기업 및 정부 조직을 고안해야 하며, 세계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 세계
적 차원에서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Arrighi, 1999b: 219).
이 때문에 세계체계의 성장과 쇠퇴는 세계헤게모니의 성장과 쇠퇴로 나타난다.
새로운 축적체제의 출현은 항상 특정 헤게모니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며, 세
계헤게모니의 순환은 곧 자본축적의 순환과 동일하게 전개되는 것이다(Arrighi,

14) 케인즈주의의 위기와 미국경제의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이
후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수의 시도들이 출현했는데, 아글리에타(M. Aglietta), 부아예(R.
Boyer), 리피에츠(A. Lipietz)의 ‘파리학파’가 주도한 조절이론이나 고든(D. Gordon), 코츠(D.
Kotz), 보울즈(S. Bowles), 진티스(H. Gintis), 와이스코프(T. Weisskopf)가 주도한 미국판 조절
이론인 사회적 축적구조론이 대표적이다. 미국자본주의의 금융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한
뒤메닐(G. Duménil)과 레비(D. Lévy)의 연구 또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아리기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1979년 저작 제국주의의 기하학(Geometry of Imperialism)
에서 전통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이나 제국주의 개념이 미국자본주의, 특히 금융화나
세계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헤게모니 개념을 중심에 두고 미국 자본주의, 나아
가 세계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1994년 장기 20세기(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로 집대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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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Arrighi and Silver, 1999). 또 새로운 세계헤게모니의 진화에 따라 국가간 체
계의 제도적 형태도 변화한다(Arrighi, 1999a, 1999b). 이런 점에서 아리기가 제시하
는 세계헤게모니는 개별 국가의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세계체계적 속성을 띤다.
아리기의 헤게모니 개념은 그람시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지적·도덕적 지도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게모니 국가는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보
편적 이익으로 전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헤게모니 국가의 새
로운 축적체제는 모든 민족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발전경
로로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국가들은 자본축적과 국가발전의 모델을
상징하는 헤게모니 국가를 모방하거나 따라잡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
이다(Arrighi, 1994: 27-28; Arrighi and Silver, 1999: 27; Taylor, 1996).
① 체계적 축적순환과 헤게모니 이행의 동학
아리기는 금융적 축적을 특정 자본주의 발전의 ‘성숙’의 지표로 본 브로델의 이
론을 원용해서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 경제의 침체, 그리고 금융화가 자본주
의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리기는 금융화가 자
본주의 세계체계의 단절과 진화의 역사, 세계헤게모니들 둘러싼 국가간 경쟁과 헤
게모니 이행의 역사를 분석하는 작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모델스키와 톰슨의
세계헤게모니 순환 분석이 기술혁신을 특권화하고,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이 생
산이 위계적으로 조직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 주목하는 반면, 아리기는 특정 부문
으로 전문화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의 유연
성과 절충주의에 주목하는 것이다(Arrighi, 1994: 4; Arrighi and Silver, 1999: 14).
아리기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체계적 축적순환’(systemic cycles of accumulation)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헤게모니의 역사와 진화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체계적 축
적순환은 이윤율의 운동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내적 동학을 의
미한다.15) 아리기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실물적 축적국면과 금융적 축적

15) 아리기는 장기파동론과 세계체계분석이 의존하는 콘드라티에프 순환이 경험적 관찰로부터
도출된 것일 뿐, 이론적 기반이나 분석적 의미는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파동들은
전(前)현대의 비자본주의 시기에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동학을 분석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리기의 주장이다(Arrighi, 1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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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의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실물적 축적이 고이윤을 보장할 때 자본은
무역이나 산업생산과 같은 실물적 축적과 결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동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금융적 축적에 주력한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실물
적 축적국면과 금융적 축적국면의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체계적 축적순환을 구성한다.

<그림 2-1. 체계적 축적순환>
자본
축적

안정적
팽창
위기

안정적
팽창
위기

(s=징후적 위기, t=최종적 위기, r=벨에포크)

시간

출처: Arrighi, 1994: 242.
성장기인 실물적 축적 국면에서 자본은 생산 및 교역에 고정자본의 형태로 투자
된다.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에서 정부 및 기업 조직의 혁신을 통해서 이윤율 하
락16)에 대한 반작용요인이 조직되면서 산업자본의 주도 하에 이윤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잠재력이 소진되고 자본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본의 수익
성이 하락하고 과잉축적의 위기가 발생하는 데 아리기는 이를 ‘징후적 위기’(signal
crisis)(S1, S2, S3 …)라고 칭했다(Arrighi, 1994: 215; Arrighi and Moore, 2001: 60).
징후적 위기 국면에서 실물적 축적은 더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금융적 축적으
로 전환된다. 금융적 축적 국면에서 자본은 애초의 유동적 형태로 복귀한다. 불황
16) 월러스틴은 이윤율 하락의 원인으로 임금상승-이윤압박을 제시했다. 반면, 아리기는 이윤
압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이며,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아
리기는 자본의 과잉축적, 즉 자본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이윤율의 하락,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 요인인 금융화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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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금융적 축적 국면에서는 금융자본의 주도 하에 축적구조가 재편되면서 자본
주의적 조직과 개인들은 자본의 더 많은 부분을 유동적 형태로 보유한다. 다른 한
편으로 영토적 조직들은 무역 및 생산의 팽창 둔화에 따른 예산 제약에 대응해서
금융시장에서 축적되는 유동자본을 두고 서로 경쟁한다. 헤게모니 국가는 금융적
축적을 주도하면서 유동자본을 향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세계헤
게모니 국가는 금융적 축적에 주력하면서 높은 수익을 누리는 ‘벨에포크’(belle
époque)(R1, R2, R3 …)를 향유하게 된다.17)
유동자본을 향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헤게모니 국가는 체계의 탈조직화 경
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벨에포크는 체계적 위기의 근본적
인 해결책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 이에 따라 하나의 축적
순환은 ‘최종적 위기’(terminal crisis)(T1, T2, T3 …)에 처하게 된다. 최종적 위기 국
면에서 다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축적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체계적 카오
스’(systemic chaos)로 귀결된다(Arrighi and Silver, 1999; Arrighi, 1994).
이처럼 아리기의 체계적 축적순환에서 금융적 축적은 체계적 축적순환의 위기,
나아가 체계의 붕괴와 재조직을 설명하는 핵심 고리로 자본의 운동과 국가간 체계
의 상호작용, 국가간 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금융적 축적
의 과정에서 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이 개시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헤게모니 국가의 금융자본은 자본수출을 통해서 잠재적 헤게모니 국가
에서 실물적 축적을 위한 새로운 축적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유동자본을 향한 국가간·기업간 경쟁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세계헤게모니보다 더 큰 안보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헤게모니에
자본을 재분배함으로써 도전 세력을 강화해 헤게모니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Arrighi and Moore, 2001; Arrighi, 1994; Arrighi and Silver, 1999).
헤게모니 이행의 과정에서 헤게모니의 사회적 토대 또한 재구성된다. 체계적 축
적순환의 물질적 팽창은 ‘지배블럭’이 하위집단을 포섭하는 사회적 협약에 기반한
다(Arrighi and Silver, 1999: 151-153). 그러나 금융적 팽창 국면에서 국가간·기업간
17) 아리기가 제시하는 체계적 축적순환의 변화는 헤게모니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위계적으로 구성된 체계 전체의 모든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헤게모니
국가의 금융화 국면에서 잠재적 헤게모니 국가의 비금융부문 이윤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
였다. 이로 인해서 헤게모니 국가의 금융자본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에 투자되고, 새로운
축적체제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아리기의 설명이다(Arrighi,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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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심화되면서 물질적 팽창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협약도 붕괴한다. 잠재적
헤게모니 국가에서 새로운 자본축적 국면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기존 체계의 피지
배 계급들의 저항을 흡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수준의 통치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조직할 때 한 국가는 세계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다.18)
아리기가 제시하는 헤게모니 이행의 동학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2. 헤게모니 이행의 동학>
헤게모니 이행
헤게모니
헤게모니 위기
헤게모니
국가에 의한
체계의 재조직

국가간·
기업간
경쟁격화

헤게모니 국가
중심으로
체계 전반의
금융적 팽창

체계의
팽창

헤게모니
국가에 대한
모방
헤게모니 이행의
사회적 동학

헤게모니 붕괴

체계의 탈집중화,
체계의 카오스

새로운
헤게모니

헤게모니
국가에 의한
체계의 재조직

국가간·국내적
권력투쟁 격화

새로운 권력구조
새로운 기업구조
새로운 사회세력 관계,
사회적 갈등 고조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에
군사력·금융력 집중,
새로운 기업구조 형성

헤게모니
국가에 대한
모방

사회적 갈등 격화,
사회적 블럭 해체

헤게모니적
사회적 블럭 형성

출처: Arrighi and Silver, 1999의 Figure 2, 3, 5, 6을 재구성.

18) 체계적 축적순환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지휘부’(commanding heights)에서 전개되는 과정
이며, 따라서 계급투쟁, 반주변부와 주변부의 종속 같은 문제와 직접 결합되지 않았다. 그
러나 아리기(Arrighi, 2009a)는 자신의 최초의 이론적 기획이 ① 헤게모니, ② 자본, ③ 노동·
노동자운동, ④ (반)주변부의 종속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강조했다. 아리기의 가장 대표적
인 저작인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우리시대의 기원은 사회세력에 관한 분석을 거의 포
함하지 않고 있지만, 노동·노동자운동과 (반)주변부의 종속에 주목하는 연구들(Arrighi, 1990;
Arrighi and Silver, 2001, 1999)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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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헤게모니의 이행과 진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아리기는 약 100년의 지속시간을 갖는 4개의 세계
헤게모니의 교체의 역사, 즉 제노바-스페인 동맹에서부터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이르는 헤게모니 이행의 역사를 설명했다. 특히 아리기는 장기파동론이나 세계체
계분석과 달리 개별 헤게모니의 특성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며, 세
계헤게모니 국가들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에 주목했다.

<표 2-4. 아리기의 세계헤게모니 이행 분석>
네덜란드

영국

미국

실물적 축적

1640-1750년

1790-1873년

1930-1968년

금융적 축적

1750-1790

1873-1930

1968-

경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생산비용의 내부화
(“세계의 공장”)

거래비용의 내부화
(초국적기업 직접투자)

축적체제의
보호비용의 내부화
진화적 특징 (동인도회사의 제해권)
기업형태

공인합자회사

가족기업

법인기업

세계경제의
조직원리

원거리(중개) 무역
독점

자유무역 제국주의

초국적 법인기업의
수직적 통합망

금본위제

거대국제금융억압,
금환본위제

국제통화
금융체계
국가간 체계

세력균형 하의 전쟁,
전쟁을 통한 세력균형

100년 평화, 제국주의

냉전, 탈식민화

국가간 체계
제도화

베스트팔렌 조약

유럽협조체제

UN /
브레튼우즈 제도

헤게모니적
예외주의19)

반(反)전제적 공화주의

자유주의적 의회주의

뉴딜 자유주의

19) 19세기 자유주의를 헤게모니적 자유주의의 모형으로 특권화하는 월러스틴과 달리 아리기
의 연구는 세계헤게모니의 진화의 일부로서 세계헤게모니의 정치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의
진화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테일러(Taylor, 1996)는 세계헤게모니의 진화에 관한 아
리기의 연구를 수용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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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기의 분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헤게모니 순환의 역사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혁신과 진화로 개념화 된다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체계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헤게모니에 의한 체계의 근본적 재조직과 체
계적 속성의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Arrighi and Silver, 1999: 26; Arrighi,
2009a). 이러한 의미에서 아리기에게 헤게모니의 이행은 단순한 주기적 순환이 아
니라 질적 도약을 내포하는 단절과 진화의 과정이다(Arrighi and Moore, 2001: 56).
세계헤게모니의 붕괴와 체계적 카오스에서 출현한 새로운 헤게모니는 이전 헤게
모니의 한계와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형태와 국가형태를 통해서 체계
를 재조직한다. 이를 통해 자본축적과 관련된 비용이 새로운 방식으로 절감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 및 기업 조직들은 크기, 범위, 복잡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Arrighi, 1994: 217-218).
제노바의 자본가 계급은 상업적·금융적 네트워크를 통해 코스모폴리탄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고, 유동자본에 대한 영토적 지배자들의 경쟁을 이용해 자
본의 팽창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노바는 소규모의 도시국가였으며, 군사적
으로 취약했다. 제노바의 자본가계급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국가의 특성과 민족국가의 특성을 결합하고 있었던 네덜란드는 제노바보다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제노바와 달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네덜란
드의 자본가 계급은 제노바의 자본가 계급과 마찬가지로 유동자본을 향한 국가간
경쟁을 자본의 팽창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토국가로부터 보호를 구
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노바 모델을 극복했다(“방위비용의 내부화”).
영국은 완전한 민족국가를 형성한 동시에, 전 세계에 걸쳐 상업적·영토적 제국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지배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세계의 인적자원 및 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국의 자본가 계급은 네덜란드의 자본
가 계급과 마찬가지로 유동자본에 대한 국가간 경쟁을 활용했고, 자본의 팽창에
필요한 보호를 스스로 ‘생산’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계무역에 특화한 네덜란드의
자본가들과 달리 외국의 생산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네덜란
드 모델을 극복했다(“생산비용의 내부화”).
미국의 등장은 규모와 복잡성에서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정치적 실체의 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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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했다. 미국은 동맹국의 복종을 요구하고 보호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대륙적
규모의 국가였으며, 적대국을 절멸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영국자본
주의를 이끈 중소규모의 가족기업과 달리 미국의 거대법인기업은 원료조달부터 마
케팅에 이르는 생산의 전후방을 하나의 기업내부로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장
을 “지양”했다. 대륙적 규모, 도서 국가적 특성, 풍부한 자연자원 등의 특성으로 인
해 미국의 자본가 계급은 방위비용과 생산비용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까지 내부화
함으로써 기존 모델을 극복했다(“거래비용의 내부화”)(Arrighi, 1994).

<그림 2-3. 세계헤게모니의 진화적 유형>
지도적
정부조직

체제 유형
외연적

비용의 내부화

내포적

보호비용

생산비용

거래비용

재생산비용

미국

O

O

O

X

O

O

X

X

O

X

X

X

X

X

X

X

세계국가

영국

민족국가
네덜란드

제노바
도시국가

출처: Arrighi and Moore, 2001.
③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헤게모니 이행
아리기에 따르면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 국면은 1968년을 정점으로 ‘징후
적 위기’ 국면으로 전환되었다(Arrighi, 1994: 300). 또 아리기는 1980년대 이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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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적 혁신을 벨에포크로 해석하고,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벨에포크가 종료되고 있
다는 전망을 제시했다(Arrighi and Moore, 2001: 62-63; Arrighi, 1994). 그러나 신경
제 붕괴 이후에도 헤게모니 이행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의 우위 하에 금
융세계화는 더 심화되었다. 아리기는 자신의 입장을 정정해 신경제를 벨에포크로,
2000년대 초반을 벨에포크의 종료 시기로 규정했다(Arrighi and Moore, 2001). 2000
년대 중반에 아리기는 미국 헤게모니가 이미 최종적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
을 제시했으며(Arrighi, 2005a, 2005b), 2007-08년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의 최종
적 위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Arrighi and Lu, 2009; Arrighi, 2009a).
아리기의 이론적 모형을 따른다면,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 국면에서는 미
국의 금융자본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새로운 실물적 축
적을 개시할 수 있는 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또한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하는 새로
운 헤게모니는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야기한 고유한 결함들을 해결해 축적순환
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미국에 비해 경제적·정치적·군사
적·문화적으로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러한 전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어 왔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쇠퇴하는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으로 유동자본과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의 헤게모니 이행 국면에서 나타나
지 않던 특이한 현상이다. 예컨대 20세기 초 징후적 위기에 이은 벨에포크 국면에
서 영국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이었고, 자본수출국이었다(Cassis, 2006: 78). 반면,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인 동시에 자본수입국이다.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와 대외부채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입을 통해서 국내경기를 부양하
고 전례 없는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해 왔다. 또 1980-90년대의 금융세계화 과정에
서 미국의 우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의 다른 지역들은 반복적인 외채위기와 외
환위기에 노출되었고,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지도 못했다.
이처럼 미국 헤게모니의 징후적 위기 국면에 대한 아리기의 분석과 전망은 일관
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아리
기 역시 1980-90년대 이후의 상황이 특징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군사력
과 금융권력의 분기”(Arrighi, 1994: 372, 2009a: 378-381; Arrighi et als., 1999: Hui,
Ray, and Reifer, 1999: 88-96; Arrighi and Silver, 1999b: 275-278)20)로 규정하고, 동아
20) 군사력과 금융권력의 분기라는 개념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아시아의 막대한 외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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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금융권력’에 주목했다. 그러나 아리기는 이를 일종의 ‘변이’로 취급하고,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나 미국의 대외전략에 있어서 갖는 함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금융화(징후적 위기) → 벨에포크
→ 최종적 위기 → 새로운 헤게모니”라는 이론적 틀에서 도출되는 기본적인 논리
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리기의 분석은 헤게모니 이행의 역사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가 갖는 독특한 특
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설명을 제시했다. 특히 체계적 축적순환을 중심
으로 한 아리기의 세계헤게모니 이행 분석은 금융화를 헤게모니 이행의 핵심계기
로 설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2007-08
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 논쟁이 제기하는 쟁점들은 물론, 1980년대 이후
의 금융세계화를 장기적인 역사적 시각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 도구들로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화 국면에서 나타나는 특
수한 양상들을 분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적 축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후
의 상황이 아리기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아리기의 이론틀에서 1980년
대 이후의 이윤율 상승과 미국 헤게모니의 부활은 “벨에포크”일 뿐이며, 미국 헤게
모니의 최종적 위기와 미국 헤게모니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헤게모니의 등장
은 불가피하다(Arrighi, 2005a, 2005b, 2007, 2009).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에
대한 아리기의 분석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를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 이후의 전망에 관한 논의에 비해서 미국의 힘이나 미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체계의 변화는 미국이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 국면이 단순히 헤게모니
의 쇠퇴나 붕괴와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0-90년대 이후 세
계체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미국의 성공과 다른 국가들의 위기를 고려했을 때
헤게모니의 쇠퇴에 직면한 미국이 채택하는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의 부재는
치명적인 이론적 결함이 될 수 있다.

유고, 즉 미국 국채 보유를 동아시아의 금융권력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 우위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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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인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헤게모니
의 경제적 토대로서 자본축적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제도적·사
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개념
을 토대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를 1945-71년의 실물적 축적기, 1970년대의 과도
기, 1979-2007년의 금융적 축적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실물적 축적의 위기에 대한 헤게모니 국가의 대응과 와 금융적 축적의 시
작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의 특징인 법인혁명, 관리자혁명, 케인즈혁명은
기술적·조직적·사회적 혁신에 기반해서 생산성과 이윤율을 향상시켰다. 나아가 이
를 바탕으로 헤게모니의 정치적·사회적 태도 또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
후 시작된 헤게모니 위기 국면에서 미국은 일방주의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해체하
고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헤게모니 쇠퇴의 반전을 시도했다. 그 결과 금융은
자유화되었고,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를 특징짓는 제도와 정책들은 해체
되었다.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한 미국의 우위가 강화되었
고, 금융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에 미국 헤게모니는 완전히 부활했다. 미국은 통
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유동자본을 향한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금융
세계화의 확대는 다시 미국의 통화·금융권력과 지정학적 우위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금융적 축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헤게모니의
정치적·사회적 토대는 협소화되었다.
미국은 이중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자본수입을 통
한 금융화를 지속했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 예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자율성과 국제수지 균형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국내적 조정을 회피하면서
생산이상의 소비를 향유할 수 있었고, 불균형의 조정비용을 외부에 전가했다. 그러
나 신경제 붕괴 이후 금융세계화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중적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이중적자의 누적에 기초한 금융화와 글로벌 불균형의 불안정
성이 미국 헤게모니의 세계전략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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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의 개념화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헤게모니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미국 헤게모니, 그 중
에서도 특히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화 국면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양상들을 분석하
지 못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일반의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미
국 헤게모니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화 국면
은 과거의 금융화 국면과 다른 특수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
상을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리기의 경우 금융화를 헤게모니 이행의 핵심 계기로 설정하고, 헤게모니 이행
의 복잡한 과정을 비교적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헤게모니 이행의 역사에서 나
타나는 단절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아리기는 <그림. 2-3>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헤게모니 일반의 유형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리기는
헤게모니 이행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헤게모니 유형들의 반복적 출현과 진화를 전
진운동과 후진운동으로 개념화하기도 했다. 과거의 헤게모니에서 부재했던 요소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전진운동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요소가 변화한 형태로 재등
장하는 것이 후진운동이다. 예컨대 영국의 전진운동은 생산비용의 내부화라는 새
로운 요소이며, 후진운동은 스페인 제국과 같이 영토적 팽창을 하거나, 제노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경향이다. 미국의 경우 거래비용의 내부화가
전진운동이라면 네덜란드와 같은 내포적인 방식의 자본주의 발전이 후진운동이다.
이처럼 아리기는 헤게모니 이행의 역사 속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유형론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헤게모니 일반의 유형론이라는 한계가 있다. 개별 헤게
모니들의 이행 메커니즘과 그 동학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특정 헤게모니 내부의
변화의 동학이나 변화의 양상에 관한 설명은 부재한 것이다. 그러나 헤게모니 일
반의 유형론은 비교의 사례가 영국과 미국으로 극히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21) 아리기가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과 변화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면서도 금융화 국면 이후의 설명에서 혼란을 노정한 것 또한 이러한

21)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이중혁명’ 이전 시기의 헤게모니 국가였던 네덜란드는 온전한 의
미의 민족국가가 아니었고, 온전한 의미의 자본주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의 가능성이 극
히 제한된다. 또 네덜란드 헤게모니 시기의 ‘세계체계’의 규모 역시 영국이나 미국 헤게모
니 시기의 세계체계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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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헤게모니 일반에 관한 이론화로부터 도출되는 금
융화 도식을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화 국면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적실성 있는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일반론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특수성에 주목해서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인 통화·금융권력과 금융
세계화가 수반한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와 세계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이중적자와 그것에 기반한 금융세계화가 유지·확산
되는 메커니즘이다.
본 연구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시기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윤율
의 운동으로 표현되는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
는 금융화 국면의 시작이며,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 역시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한 금융세계화의 지속가능성이다. 자본수익
성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이윤율은 특정 기간 동안 실현된 이윤량과 경제 전
체에 투자된 총자본스톡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윤은 산출에서 원료, 임금
등 모든 비용을 뺀 금액이며, 총자본스톡은 고정자본, 상품재고, 원료재고, 금융자
산, 유동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총자본스톡 대비 이윤량의 비중으로 표
현되는 이윤율은 기업의 투자결정을 비롯한 자본의 운동과 그것을 둘러싼 제반 제
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Duménil and Lévy, 1993, 2001).22)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추상적인 자
본의 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며, 그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방식이나 헤게모니의 속성, 나아가 헤게모니의 향후 진
22) 이윤율의 운동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이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화로 인한 이윤율 변화의 해석방식을 둘러싼 쟁점이다. 브레너(Brenner, 2003, 2009)나
정성진(2009)의 경우 비금융부문의 이윤율 하락을 강조하면서 금융화의 효과를 과소평가한
다. 정성진(2009)의 경우 신자유주의와 금융화를 이윤율 하락에 대한 반경향으로 인정하면
서도 장기적인 이윤율 하락 추세를 강조한다(Arrighi, 2005a, 2005b; 백승욱, 2009). 비금융부
문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금융화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나 세계체
계의 변화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분석될 수 없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금융화의 효과 속에
서 미국경제의 이윤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이를 통해 미국 헤게모니가 다시 강화되는 동
시에 그 속성이 변화했다는 사실은 물론, 금융화의 효과 속에서 이윤율이 상승하던 미국에
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의 한계가 명
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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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한 변화한다. 특히 헤게모니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국가
가 강력한 힘은 물론, 보편적인 발전의 모델로 스스로를 표상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간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헤게모니 국가 내부에서 강력한 합의를 통한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헤게모니 국가의 외부에도 그러한 질서를 미래의 이상으
로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대중적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Taylor, 1996, 1999, 2002;
Rupert, 1995; van der Pijl, 1998). 이런 의미에서 헤게모니는 단순히 국제체계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로 환원될 수 없으며, 헤게모니 국가 내부는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세력과 계급형성,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Cox, 1993b; Gill and Law, 1993b; Gill, 1993a, 1993b).
나아가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관한 이러한 분석은 미국 헤게모니의 변
화에 조응하는 세계전략 분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는 미국이 능동적으로 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자신
의 이익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물적 축적의 한계에 직면한 미국이 선
택하는 전략과 그것이 미국 헤게모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 국면을 단순한 헤게모니 쇠퇴 국면으로 볼 수 없
는 것도 바로 통화·금융권력을 극대화한 미국의 이러한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신
경제 붕괴 이후 이중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달러 발권이익과 통화·금융의 우
위에 기초해서 ‘부채경제’를 유지했고, 2007-08년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미국은 공
공부채와 대외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양적완화정책이나 구제금융 등을 통해 금융위
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라는 관점에
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의 일반이론이나 세계헤게모니의 역사로 환원
되지 않는 미국 헤게모니의 특수성에 주목해서 금융적 축적 국면에서 나타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 대외전략에 관한 더 상세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헤게모니의 쇠퇴 혹은 변화에 직면한 미국이 채택하는 능동적인 전략과 그 효
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70년대에 헤게모니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위기에
대응했고, 헤게모니의 쇠퇴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
갖는 예외적인 특권인 거시경제적 자율성과 국제수지 균형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부담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고, 국내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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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회피하면서 적자를 누적할 수 있었다(Andrews, 2006; Cohen, 1998, 2006;
Eichengreen, 2011; Helleiner and Kirshner, 2014). 미국 금융시장 유동성과 규모가 갖
는 우위로 인해서 미국의 적자는 미국 금융시장으로 다시 환류되었고, 달러의 지
배력은 더 강화되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갖는 권력과 미국의 금융권력이 서로
를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중적자에
도 불구하고 생산 이상의 소비를 지속할 수 있었다(Dumenil and Levy, 2005;
Gowan, 1999). 또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른 국가의 거시경제적 환경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군비조달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갖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은
지정학적으로도 큰 이점을 제공했다(Kirshner, 1995, 2014a; Eichengreen, 2011;
Cohen, 1998).
이처럼 1980-90년대에 나타난 미국 헤게모니의 진화와 혁신의 핵심은 통화·금융
권력에 기반한 헤게모니의 강화였다. 그러나 2007-08년 금융위기가 보여주는 것처
럼 이 또한 고유한 한계와 모순을 갖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과거와 같이 새
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을 만들어 낼 역량을 결여하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
은 여전히 세계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거부하거나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의 헤게모니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물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이 갖는 중요성은 더 커진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미국의 세계전략 사이의 상호작용은 미국 헤게모
니의 미래가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이
부과하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자신의 선택이 향후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
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그 자체뿐만 아니라, 미
국의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국가간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들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 법인혁명, 관리자혁명, 케인즈혁명
영국 헤게모니는 19세기 후반의 징후적 위기를 거쳐 20세기 초반 벨에포크 국면
으로 진입했다. 이는 영국 자본주의를 지탱했던 제도로서 중소 규모 개인자본(가족
기업)의 효율성, 자본축적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 영국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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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가간 체계의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이를 대체하고, 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을 개시할 새로운 자본형태와 국가형태가 미국에서 출현했는데,
그 핵심은 법인혁명, 관리자혁명, 케인즈혁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기업조직의 혁신: 법인혁명과 관리자혁명
법인혁명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타난 법인자본의 형성과 급속한 확산을
지칭한다.23) 자본은 경쟁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19세기 말의 대불황과 이윤율 하락
에 대응했다. 수평통합과 수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경로가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미
국에서는 주로 수직통합이 이루어졌다. 수직통합은 원료의 확보부터 중간생산물의
생산과 공급, 완제품의 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기업 내부로 통합했다. 시장
의 불확실성이 이른바 “보이는 손”(visible hand)이라고 지칭되는 법인 기업 내부의
조직적 관리로 대체되면서 생산의 전 과정에서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이 감축되고
생산성이 증가했다. 그 결과 수직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조직형태는 급속히 확산되
기 시작했다(Chandler, 1990: 71-82).
그러나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은 조직 규모와 복잡성을 증대시켰고, 비효율
성을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유통, 조직
관리 전반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등장했다. 그 결과 ‘관
리자혁명’으로 지칭되는 혁신이 나타났고 법인자본의 경쟁력은 더 강화되었다.
우선 과학적 노동관리를 지향하는 테일러주의와 일관작업공정을 실현한 포드주
의적 생산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슬론주의는 효율적인 재무관리,
회계관리, 마케팅관리 기법을 발전시켜 생산관리와 노동관리에만 주목한 테일러주
의와 포드주의를 보완했다. 기존의 수직통합이 완제품의 생산과 원료·부품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통합했다면, 슬론주의는 수직통합을 유통과정까지 확대했고, 생산
(라인)과 관리(스탭)의 분업을 확립했다(Micklethwait and Wooldridge, 2003). 슬론주

23) 법인자본이 출현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지주회사에 의한 인수·합병이었다. 런던과 뉴욕의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던 투자은행들이 인수·합병을 주도했는데, 이는 영국경제의 금융적 축
적이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을 위한 조건들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에 의해서 인수·합병된 기업들은 미국철강(U.S. Steel),
미국전신전화회사(AT&T),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등으로 모두 20세기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법인자본으로 성장했다(Chernow, 1990; Geisst, 1997; Kemp,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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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계기로 생산의 전후방은 완전히 통합되었고, 미국의 법인자본은 ‘규모의 경
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했다.24)
슬론의 관리자혁명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사업부제(multi-divisional
struture)의 확립이다.25) 다사업부제는 북미 대륙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조직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조직관리 기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법
인자본이 세계화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초국적 법인자본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 내부로 세계시장을 통합했고, 영국 헤게모
니의 ‘자유무역제국주의’를 대체하는 미국 헤게모니의 ‘자유기업주의’를 확립했다
(Chandler, 1977, 1990; Duménil and Lévy, 2001a; Arrighi, Barr, and Hisaeda, 1999).26)
거대 법인기업의 형성은 영국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현, 새
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의 확립을 의미했다. 새롭게 조직된 대규모 생산과정은 막대
한 규모의 고정자본의 투입량을 필요로 했지만 관리자혁명으로 인해서 고정자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본생산성 상승과 이윤율의 상승이 가능했다.
시장에서의 상업, 금융거래가 거대 기업의 내부거래로 대체되면서 유통비용과 금
융비용이 대폭 절감되었고, 이 또한 이윤율의 상승에 기여했다. 그 결과 20세기 초
반에 본격적으로 출현, 확산되기 시작한 법인기업은 급속히 확산, 미국의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고, 대량생산, 대량고용,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해서 미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Duménil and Lévy, 2001a: 145).

24) 챈들러(Chandler, 1990)는 법인자본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개념화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평균생산비용이
감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정자본의 규모를 증가시켜
야 한다. 범위의 경제는 라인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의 동일한 라인에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정자본의 소비가 효율화된다.
25) 다사업부제의 핵심은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자회사의 기능이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자회사는 궁극적으로는 모회사의 통제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자회사
는 고유한 조직구조를 가지며, 생산과 이윤 등 기업관리 전반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자적인
책임을 갖는다.
26) 이런 의미에서 미국 헤게모니는 영국의 ‘자유무역제국주의’는 물론이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의 경험에 근거하는 ‘자본주의의 최후·최고 단계’로서 레닌적 의미의 ‘제국주의’나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와도 구별되어야 한다(Arrighi, 1978: 9-34; Duménil and Lévy,
2001a: 13-15). 수평적 통합에 기반한 독점자본을 통해서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고자 했던 독
일의 시도는 세계시장을 내부화한 미국적 대안과 달리 새로운 시장의 확보를 위한 제국주
의적 팽창으로 귀결되었다(Arrighi, 1994: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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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조직과 정책의 혁신: 케인즈혁명
법인자본은 관리자혁명을 거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위험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고, 이윤율을 증가시켰다. 조직이 시장을 ‘지양’하면서 미시경제적 불안
정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즉 유효수요의 부족
이나 금융 불안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화폐·
금융제도는 매우 취약했으며,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위험은 1930년대 대불황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났
다. 뉴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케인즈혁명은 법인자본의 안정적
인 이윤추구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리함으로써 법인혁명과 관리자혁명을 보완했
다. 케인즈혁명의 핵심 요소는 법인자본이 직면한 두 가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즉 유효수요의 부족과 금융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의 사회화’와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였다.
투자의 사회화는 기업의 투자 부족으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
부의 소비 증가, 즉 적자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투자를 의미한다. 특히 국가의 전면
적인 개입을 통해 생산량, 임금,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 했던 1차 뉴딜의 ｢국
가재건법｣(National Recovery Act)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1930년대 후반의 2차 뉴
딜에서는 적극적 재정지출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선적인
방안으로 전면에 등장했다(Brinkley, 1988: 96; Maier, 1987: 125).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교란하는 금융에 대한 억압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금융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제도적 환경의
구축27), 그리고 법인자본에서 소유자, 즉 금융에 대한 관리자의 우위가 보장되는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이 가능해졌다(Duménil and Lévy, 1996, 2001a). 루즈벨트 행정
27) 뉴딜 이전의 미국 은행체계는 매우 취약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주 경계를 넘어서 영업을
확장하지 않았고, 연방차원의 관리 시스템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이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신용위기가 빈발했고, 현대적인 법인기업의 활동에 적합한 금융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1913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다(Livingston,
1986: 18-22, 228-233; Sylla, 1988: 21; Greider, 1987: 280-286). 그러나 뉴딜 이전까지 연준은
사실상 뉴욕과 런던의 거대국제금융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화폐정책이 거
대국제금융의 이익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했다(Greider, 1987: 275; Rothermund, 1996: 85;
Duménil and Lévy, 1998: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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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1933-35년 사이에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글래스-스티걸 은행
법｣(Banking Act of 1933), ｢금준비법｣(Golden Reserve Act) 등을 통해 화폐·금융제도
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은행체계에 대한 거대국제금융의 영향력을 차단하
고, 재무부를 통해 화폐관리를 국가의 통제 하에 종속시켰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 등 금융체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들도
확립되었다. 또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되었고, 상업은행의 안전성을 강화하
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또 미국은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불환화폐
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통화제를 국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최종대부자’로서 연준이
신축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Guttmann, 1994;
Orhangazi, 2008: 28-30; Knoop, 2008: 38).
나아가 뉴딜정책은 재무부 관료, 산업자본가, 조직화된 노동자의 연합을 통해 거
대국제금융을 정부의 통제 아래 종속시키고, 중간계급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했다.
법인자본주의의 산업적 팽창 하에서 사회세력으로서 조직노동의 세력도 강화되었
고, 루즈벨트 행정부는 이른바 ‘3대 사회입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1935년 ｢국가재건법｣(National Recovery Act)은 독립적 노
동조합의 법적 권한을 승인했고,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이른바 ‘와그
너법’으로 알려진 ｢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고, 정부 내에 사회보장위원회와 노사관계위원회 같은 기관의 설치를 규정
했다(Eisner, 1995: 180-181; Helleiner, 1994: 27-30). 이를 통해 법인기업의 자유, 성
장과 사회적 권리, 사회적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고안하고자 했다.
태프트-하틀리법으로 알려진 1946년의 ｢노사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은 물가상승과 생산성 상승을 연동시키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분적
으로 철회하는 타협을 의미했다(De Angelis, 2000: 84; Rupert, 1994: 100-101). 태프
트-하틀리법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의 행정절차에 따라 결성될 수 있었고, 그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노사관계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나아가 파업의 허용, 파업
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노사관계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성장기에
이러한 타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노동자는 관리자 주도하의 생산성 동맹으
로 포섭될 수 있었다(Dubofsky, 1994: 217; De Angelis, 2000: 83).28)
28) 1946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은 ｢완전고용법｣(Full-Employment Act)을 완화해서 완전
고용을 ‘최대한의 고용’으로 변경시키고, 연방정부 권한을 부분적으로 축소했다. 연방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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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세계대전과 미국 헤게모니의 확립
법인혁명의 결과 이윤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법인혁명 그 자체만으로는 이윤율의
하락 추세가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의 관리자혁명이 출현하면
서 이윤율의 하락 추세가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30년대 대불황으
로 역전되었지만, 케인즈혁명의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고 이윤율의 상승세를 지속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확산되었다.29)

<그림 2-4.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과 이윤율의 변화>

출처: Duménil and Lévy, 2001a.
생산과 구매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동시에
자유기업 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양자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법인기업의 성장
에 의존해서 고용의 확대와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이러한 타협은 자본과 노동의 잠재적 갈
등을 생산성과 기술의 문제로 전환했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한
계를 내포하고 있었다(Hogan, 1986; De Angelis, 2000: 75-76; Brinkley, 1988: 108).
29) 대불황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전통적 개인자본이었는데, 고정자본의 노후화 등
으로 인한 개인자본의 위기가 금융위기와 은행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전반에 파괴적인 영
향을 미쳤다(Bernanke, 2000; Duménil and Lévy, 1996). 위기는 불완전한 제도와 정책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뉴딜의 과정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도그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었다. 1930년대 대불황은 19세기 말의 이윤율 하락이
이윤율 상승으로 반전되는 국면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적 요소들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설적 사건”이었다(Duménil and Lévy, 1996). 1930
년대 대불황의 발생과 해결은 헤게모니 이행기의 내적 모순과 그 극복을 보여주는 과정이
며, 영국 헤게모니 하에서 작동되던 세계자본주의 질서의 최종적 위기와 붕괴, 그리고 미국
으로의 헤게모니 이행을 상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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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고정자본의 대량투하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아니
라, 노동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기술혁신의 결과였다. 관리자혁명의 결과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자본-노동 비율의 증가속도가 둔화됐지만, 노동생산성은 급속히 상
승했고, 이에 따라 자본생산성과 이윤율의 상승 추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Duménil and Lévy, 1996: 5-8, 1999: 18).

<표 2-5.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변화>
연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1870

100

114

61

24

1913

100

81

57

22

1929

100

69

49

26

1939

100

70

56

33

1950

100

56

33

14

1971

100

64

71

46

출처: Maddison, 1989의 내용을 발췌.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대불황이 종료되고 케인즈혁명의 정책과 제도들이 확산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뉴딜정책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후반까지 대불황은 완
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미국 축적체제의 핵심 요소들의 진로는 아직 불안정한 상
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지출
의 증가와 유효수요 창출,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축적이라는 뉴딜의 요소들이 극
대화되기 시작했다(Vatter, 1985: 1-31; 145-170; Kemp, 1990: 93; Eisner, 1995: 193).
완전고용과 최대한의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과 군비지출이 결
합된 결과 1920-30년대에 기업들에 의해 도입되었던 혁신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뉴딜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복지국가’(warfare-welfare state)가 된 미국은
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을 안정화하고, 헤게모니 국가로서 국가간 체계를 재조직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Arrighi, Barr, and Hisaeda, 1999: 135-140).
뉴딜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된 미국 헤게모니는 산업자본, 그리고 금
융자본의 생산적인 분파뿐만 아니라 대규모 법인자본 하에서 대량생산으로 조직된
노동을 온건화하고 체제 내부로 포섭함으로써 헤게모니의 사회적 토대를 확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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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미국에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서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창출학고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으며, 법인자본의 세계적 팽창을 위한 효과
적인 수단이었다. 또 미국의 조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압력의 위험에서 해방되었다.30)
루즈벨트의 뉴딜 하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재구조화는 미국의 지위
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영국 헤게모니의 붕괴라는 체계적 카오
스 속에서 첨예화된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고, 나아가 이러한 원리를 세계체계 수
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체계를 재조직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립했
다(Gill and Law, 1993; Silver and Slater, 1999; O’Sullivan, 1988; Taylor, 1996a:
148-150; Pijl, 1998). 미국 헤게모니의 사회적 토대가 되는 이러한 계급연합은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확립된 국제정치경제질서에도 투영되었고, 미국 법인자본의 해외
진출과 미국에 대한 모방전략 속에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는
범대서양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배계급 분파의 출현을 의미했다.31)
탈식민화 및 주권국가 체계의 확대·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 헤게모니의 사회적 토대는 영국 헤게모니에 비해 더 확대되었다. 제한적이지
만 구 식민지 지역의 탈식민화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은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갈등
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의 팽창을 견제했다. 이처럼 미국은 헤게모니의 사회
적 토대를 확장하면서 ‘독립’과 ‘사회정의’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자신
의 이익으로 전화시켰다.

30) 새로운 헤게모니적 사회적 블럭으로 통합되어 가면서 미국의 노동조합은 이른바 ‘비즈니
스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로 지칭되는 비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미
국식 사회관계를 확산하는 역할도 했다. 미국의 노조는 노동문제를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마셜플랜에 기여했으며, 생산성 향상 계획에도 관여했다(Rupert, 1995:
51). 또 반공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던 미국의 노동조합은 세계노조연합(WFTU)을 붕괴시
키고 국제자유노조(ICFTU)를 건설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등 미국 헤게모니 블럭의 구성적
일부로서 통합되었다.
31) 이를 상징하는 것이 빌더버그 회의(Bilderberg Meeting)였다. 법인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좌
우파, 자본과 조직노동을 포괄했던 빌더버그 회의는 뉴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범대서양적
계급동맹의 형성을 상징했다(Pijl, 1998; Gill, 1990). 반면 동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헤게모니의 ‘동의’의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배’의 측면이 두드러졌다. 미국에 대한 모방
역시 헤게모니의 사회적 토대나 사회개혁의 측면보다는 반공과 안정, 이를 통한 경제성장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배블럭의 동질성도 크지 않았다(Hunt, 1999; Cumings, 1999, 2009;
LaFe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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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미국 헤게모니는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가 아니
라, 지배와 동의의 변증법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헤게모니가 되었다. 나아가 압도
적인 물리적 능력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단위의 발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
하고, 스스로를 발전의 결과 확립된 ‘다른 국가들의 미래’로 표상함으로써 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했다. 미국의 이런 헤게모니적 능력 기초해서 세계자본주의는 ‘황금
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Taylor, 1996; McCormick, 1989; Arrighi, 1994: 296-299;
Beeson and Higgott, 2005).

(3) 헤게모니의 위기와 미국의 대응
미국의 세계헤게모니를 뒷받침했던 전후 법인자본주의의 성장은 1960년대까지
세계경제의 생산과 무역을 전례 없는 속도로 팽창시켰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이윤
율은 1965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
지하던 절대적인 우위가 손상되고 미국 경제의 지위가 하락하면서 실물적 축적 국
면을 특징지었던 제도와 정책들이 해체되었고, 금융적 축적 국면으로의 이행의 징
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① 이윤율의 하락과 스태그플레이션
흔히 석유파동이나 베트남에서의 패퇴를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원인으로 지적하
지만, 그것은 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 미국의 쇠퇴는 이러한 외생적인 사
건들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성장을 이끌었던 내적 혁신의 동력들이 소진된 결
과 발생한 문제였다(Kemp, 1990: 211; Bryan, 1995: 45; Duménil and Lévy, 2005:
41).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축적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미국 헤게
모니 쇠퇴의 징후는 1970년대의 이윤율 하락과 산업 생산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윤율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활동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이윤율의 하락은 법인자본이 산업적 투자를 더 이상 확
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윤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이윤율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
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1970년대 초반 시작된 침체는 198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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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추세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Duménil and Lévy, 2004a).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세계헤게모니를 뒷받침했던 체계적 축적순환의 ‘징후적 위기’를 의미했으
며, 미국 헤게모니와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작동하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근본적
인 변화를 동반했다.
미국 헤게모니의 징후적 위기 국면이 시작되면서 실물적 축적이 둔화되기 시작
했지만, 1970년대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보다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이는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미국 통화
정책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케인즈주의 하의 관리통화제라는 통화제도의 특징과도
관련된다(Guttmann, 1994). 영국 헤게모니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금본위제 하에서는
국내 경제, 특히 노동자들이 조정의 부담을 모두 감당했지만, 금에서 해방된 관리
통화제 하에서는 더 유연한 방식의 통화 및 신용공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는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법인자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고,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상품가
격을 인상했다. 이처럼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동시에, 역으로 인플레이션
의 격화는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를 위축시켰고,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이윤율의 하락으로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미국 자본
주의의 성장기를 특징지었던 부채-성장의 선순환은 부채-인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대체되었다. 성장기에 법인기업들은 탄력적인 화폐공급과 저금리 속에서 부채를
통해서 투자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들
은 현재의 부채를 가치가 하락한 화폐로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선
호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부채비용이 이윤보다 더 빨리 증가했고, 기업들은 고금리의 단기차입에 의
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채경제’의 팽창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었다(Guttmann, 1994: 128-131; Glyn et al, 1990: 97).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나타난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악
순환은 산업생산의 위기에서 금융제도의 위기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달러의 위기
로 귀결되었다. 1970년대의 ‘부채경제’는 관리통화제가 갖는 유연성, 기축통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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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서 미국이 갖는 예외적인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문제
가 있었다. 달러는 기축통화로 기능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적 인플레이션은 세계
로 ‘수출’되었고, 이는 달러와 금의 태환성에 기초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토대를 지
속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Guttmann, 1994: 130-132).
②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금융의 부활
1970년대 미국경제의 지위 하락은 우선 달러의 위기로 나타났다. 미국경제의 이
윤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화’(specie)로서 달러의 위상에 대
한 의문이 확대되었고, 또 베트남에서의 군비지출과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도 급증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서 달러 보유국들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금태환 요구가
급증했다. 결국 미국은 30년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1971년 달러의 금태환을
일방적으로 중지했고, 1973년에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나아가 1974년에는 자본
통제도 폐지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는 최종적으로 붕괴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기축통화 발행이라는 자국의 특권을 극대화해서 위기를 극
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미국에게 개방되었다.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미국을 제
외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국제통화로서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
외한 다른 국가들은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 국제 시장에서의 구매력, 안정적인 가
치 저장 수단으로서 달러를 필요로 한다. 반면,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이로부
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에서도 자율성을 향유했다.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조정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Helleiner, 1994;
Hennning, 1994: 262-263; Meier, 1974: 97).
브레튼우즈 체제는 거대국제금융 통제라는 목적을 일정하게 달성했다. 그러나
금환본위제에 입각해 지배적 경제인 미국의 정책에 따라 형성된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는 달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제통화금융질서 역시 붕괴될 수밖
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미국의 절대적 능력과 의지에 기초하고 있던 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는 미국의 능력이 쇠퇴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거나, 미
국의 전략적 의도가 변화할 경우 자동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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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적 축적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화폐의 가치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불안정
해지면서 금융자본은 이미 자신에게 부과된 제약을 우회해서 활동의 폭과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1950-60년대에 이윤압박에 노출된 금융자본은 예금이 아닌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유로시장으로의 진출 같은 틈새를 활용해서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시도했다.33)
미국 헤게모니의 특성이었던 법인자본의 세계화 역시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
킨 요인이었다. 법인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무역수지적
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
었다. 이로 인해서 누적된 과잉달러가 유로달러시장에 집중되면서 미국 정부는 해
외의 달러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34)
32) 트리핀(R. Triffin)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모순으로서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를 지적했다. 그
에 따르면 세계경제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달러의 가치하락을 초래한다. 반대로 달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의 공급량을 축소하면
곧 세계유동성의 부족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발생한다. 트리핀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처럼 세계중앙은행의 창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킨들버거는 미국의 국제수지적자
가 세계화폐제도의 균형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전통적 의미의 적자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라
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달러와 금의 연계를 해체한 순수한 달러본위제로 전환하고, 세계
중앙은행을 신설하는 대신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킨들버거의 주
장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한 국제적 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플라자합의와 루
브르합의가 그 대표적 사례였다(Walter, 1991: 66-68; Guttmann, 1994; Eichengreen, 1996).
33) 1958년에 유로달러시장, 1963년에 유로채권시장이 형성되면서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초국적 금융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유로달러 시장은 냉전기에 소련과 동구권 국
가들이 자산동결을 피해서 무역 등 국제거래에 필요한 달러화나 달러화 표시자산을 예치하
던 역외시장이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증가, 원조, 해외 군비 지출 등으로 인한 해외 유
동성 공급이 증가하면서 유로달러 시장이 형성되었다. 금리의 상한을 규정한 ‘레귤레이션
Q’로 인해서 초국적 은행이 고금리를 제공한 런던으로 달러를 순환시키면서 유로달러 시장
의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달러화 표시 채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로채권이
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초국적 은행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유로달러 시장은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석유달러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팽창했다(Cassis, 2006:
220-221; Guttmann, 1994; Orhangazi, 2008).
34) 1960년대에 유로시장의 규모가 급증하자 존슨 행정부는 해외의 과잉달러를 통제하고자 해
외에 진출한 법인기업들에게 이윤의 송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규제에 따른 손실
을 회피하기 위해 유휴자본을 유로달러시장에 예치했다. 이는 결국 유로달러시장의 과잉팽
창을 야기함으로써 미국이 해외의 과잉달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존슨행
정부는 해외 자본투자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를 도입해
자본유출을 막고, 동맹국들에게는 금태환을 자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자본통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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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 국면을 특징지었던 제
도와 정책의 붕괴를 상징했다. 실물적 축적 국면에 뒤이은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
적 축적 국면은 1970년대에는 초국적 은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3년의 1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은 석유달러를 흡수해 잉여 달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야 했
고, 이 때문에 초국적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달러가 초국
적 은행을 통해 외채의 형태로 신흥공업국으로 환류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
서 억압되었던 금융이 부활했다(Gowan, 1999; Guttmann, 1994).
그러나 1970년대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1970년대 말에는 달러위
기가 발생하면서 초국적 은행 중심의 금융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Helleiner, 1994). 2차 석유파동으로 석유가격이 다시 폭등했고 달러의 가치는 사상
최저로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이 달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1978년 말 온
스당 약 200달러였던 금 가격은 1979년 10월 온스당 약 450달러로 폭등했다. 금을
폐화(廢貨)로 만들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이 여전히 중요한 국제 가치저
장 수단임이 입증되면서 달러의 지위는 더욱 도전받았다(Guttmann, 1994: 150). 결
국 미국은 ‘볼커전환’으로 불리는 정책전환을 통해서 달러위기에 대응하고, 헤게모
니의 성격을 변화시켜 헤게모니 쇠퇴를 역전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갔다.

③ 달러위기와 볼커전환

미국 헤게모니 변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979-82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나타
났다. 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석유가격이 다시 폭등했고 달러의 가치는 사상 최저
로 하락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고, 산유
국들이 달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볼커(P. Volker) 연준의장은 1970년대
말의 달러위기에 대응해서 전후의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통화주의
(monetarism)에 입각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
동시에 금융을 자유화하려는 시도가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가적 기획 하
에서 추진되기 시작해 금융에 대한 탈규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우선 미국 은행의
해외업무에 관한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1980년에는 금리자유화, 은행업과 증권업

(Henning, 1994: 256-260; Helleiner, 1994: 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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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규제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규제철폐및통화관리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이 제정되었고, 1982년에는 레이건
행정부의

대표적

금융

탈규제

법안인

｢간-세인트저메인예금기관법｣(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이 제정되었다(Seabrooke, 2001: 95-96, 106-109).
또한 1981년에는

미국 은행의 해외활동을 유로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은행업무(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IBFs) 수립이
허용되었다(Seabrooke, 2001: 111; Helleiner, 2010: 176-177).
이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197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미국의 통화·금
융권력 활용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중심부에서 반주변부와 주변부로 저금리로 대부되었던 세계자본의 흐름이
볼커전환으로 인해서 급반전되었다. 미국 외부에서 누적된 저렴한 달러 유동성의
달러 발권이익을 위협하자,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갖는 우위를 이용해서
세계 자본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고금리로의 정책전환으로 인해
서 세계의 유동자본이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집중된 반면, 신흥공업국의 외채는 급
증했다. 결국 1982년 8월 멕시코의 파산 선언을 시작으로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의 외채위기가 폭발했다(Helleiner, 1994; Guttmann, 1994; Gowan, 1999).
고금리 정책은 제3세계의 외채위기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채무불이행과 파
산을 유발했다. 고금리로의 전환이 예금금리의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은행은 수
익성의 위기에 직면했고, 대부자본의 비용이 급증한 기업들이 은행대부를 감축시
키면서 중심부 은행의 파산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채위기가 빈발하면서 은
행들은 과거의 대부업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략, 즉 ‘부채의 증권화’와 증권 관
련 업무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 볼커의 정책전환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야기해 미국 국내경제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후퇴 국면
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정책기조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1982년 8월 레이건 행정부는 재량적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증시부양과 경
기회복을 위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Guttmann, 1994; Mishikin, 2004).

8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4)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혁신: 통화·금융권력의 극대화
1970년대의 징후적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금융이 부활했다. 특히 볼커전환은 미국이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헤게모
니의 쇠퇴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한 미국 헤게모니는 더 강화되었고, 금융세계화 또한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헤게모니의 속성은 완전히 변화했다.
① 금융세계화의 확대
미국 헤게모니의 징후적 위기의 결과 나타난 1970년대 은행 중심 금융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의 근간이 되는 순수 달러본위제와 기축통화
로서 달러의 발권이익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점에 있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은 금과의 태환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해외의 달러유동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과잉달러를 흡수하
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Guttmann, 1994).
볼커전환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유동자본을 미국으로 재집중시키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의 과잉달러를 흡수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통
화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정책은 제3세계 외채위기는 물론, 중심부의 은행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또 고금리정책은 해외
의 달러유동성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에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불황을 초래
했다. 신용긴축 없이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시장을 통해
달러를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증권의 가격은 금리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증권시장 부양은 신용긴축 없이 해외의 과잉달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
다(Duménil and Lévy, 2004a). 이에 따라 미국은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했고, 은행 중심의 금융세계화는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로 전환되었다.
부채위기가 빈발하면서 미국의 초국적 은행들은 과거의 대부업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략, 즉 ‘부채의 증권화’(securitisation of debt)와 증권 관련 업무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한 은행은 자회사 설립 같은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증권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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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고, 수익성이 낮은 기존의 대부업무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부한 부채를 증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즉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
으로 변화시켰다.35) 특정 기간 동안의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
부자본과 달리 가공자본은 전적으로 시장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하는 증권
형태의 자본으로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약했고, 금융불안정성을 더 심화할 위험이
있었다(Mishikin, 2004; Guttmann, 1994; Gowan, 1999; Kirshner, 2014a).
초기에 가공자본의 발전을 촉진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국가의 국채
시장이었다. 특히 미국 재무부증권은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36) 외채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신흥시장이나 금융혁
신의 결과 출현한 각종 파생상품들 역시 가공자본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팽창
에 기여했다(Chenais, 1998; Michie, 2006: 253-296; Gowan, 1999).
이처럼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
들은 미국 헤게모니의 속성, 특히 그 경제적 토대에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단절
을 야기했다. 우선 케인즈혁명이 역전되어 억압되었던 금융이 부활했다. 증권시장
의 폭발적 성장에 기초한 금융세계화가 전개되면서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금융기관
인 은행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 기관투자가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
했다. 기존의 은행도 증권시장의 행위자로 변화했다. 1990년대에는 씨티은행, 모건
체이스 같은 대규모 상업은행들이 증권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동시에 골드
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같은 투자은행은 주로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증권을
대규모로 인수하거나 거래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켰던 글래스-스티걸법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Guttmann, 1994; Helleiner,
1994; Kirshner, 2014a).37)
35) 금융자본은 대부자본과 가공자본으로 구분된다. 대부자본의 대표적 형태는 ‘화폐시장’에서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신용이며 가공자본의 대표적 형태는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securities)이다. 증권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투자은행 또는 증권회사다. 금융자본에 대한 설
명은 윤소영 (2001, 2008, 2009)을 참조하시오.
36)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1970년에 3220억달러에서 1980년 9060억달러로 3배가
량 증가했지만, 1980년대를 거치면서 1992년에는 4조 610억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Guttmann, 1994).
37) 은행은 그 주요업무에 따라 상업은행(commercial bank / deposit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 / merchant bank)으로 나뉜다. 상업은행은 다양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그것을
대부하는 신용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은행은 법인자본의 공개·증자·인수합병을 지원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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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자본의 변화
1980년대 후반 이후 가공자본 중심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법인자본의 변화였다. 특히 비금융 법인자본의
금융화는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었
다. 초국적 법인자본은 생산보다는 금융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주회사를 중
심으로 조직된 금융그룹으로 변모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그룹의 내부금융시장을 형성하거나, 지주회사의 금융지도부가 금융거래 전체를 조
직·통제했다. 금융화된 법인자본은 신규투자보다 기업의 시장가격 극대화를 중시하
며,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와 무관한 기업가치
극대화 전략이 나타나기도 했다(Chesnais, 1998; Treeck, 2010; Orhangazi, 2008)
법인자본의 주된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 관리자혁명
이 역전되었다. 케인즈혁명의 역전으로 금융이 해방되면서 관리자와 노동자의 동
맹 하에 소유자를 통제했던 법인자본 내부의 세력관계가 변화했다. 이에 따라 이
른바 ‘주주가치’로 표현되는 소유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소유자 우위 하의 소유자관리자 동맹이 형성되었다(Froud, 2006; Duménil and Lévy, 2005; Krippner, 2011;
Lazonick, 2010; Lazonick and O’sullivan; 2000; Davis, 2009; Boyer, 2005).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거대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위해 관리자들을 압박하며,
관리자들은 이에 대응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기업의 실적과 재무구
조를 개선했다. 가공자본의 지배 속에서 관리의 기본적 기능은 유지되었지만 이제
그 기능은 사회적 비용과는 상관없이 주주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에 종
속되었고, 소유자는 스톡옵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관리자를 포섭했다
(Duménil and Lévy, 2004a; Orhangazi, 2008). 이로 인해 뉴딜을 특징지었던 노동자
와 관리자의 동맹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속에서 소유자와 관리자의 동맹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실물적 축적기의 제도들을 역전시키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 미국 법인기업의 총
이윤에서 금융․보험․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제조업의 비중을 앞지르

무를 수행한다. 반면 독일에서 발전한 겸업은행(universal bank)은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허용하는 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은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추인했다(Guttmann, 1994).

제2장. 이론적 자원: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91

게 되었다. GDP에서 금융 및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1930-70년에 금융부문의 이윤은 경제 전체의 이윤과 동일한 속도로 성장했지
만, 1980-2005년에 비금융부문의 이윤이 250% 성장한 것에 비해 금융부문의 이윤
은 800% 성장했다(Krippner, 2010; Johoson and Kwak, 2011).

<그림 2-5. 미국 총이윤의 산업 부문별 비중>
제조업
금융·부동산
서비스

출처: BEA(NIPA)

<그림 2-6. 미국 GDP의 산업 부문별 비중>
제조업
금융·부동산
서비스

출처: BEA(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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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금융법인기업의 이윤 중에서 금융적 활동에 따른 이윤도 큰 폭으로 증가했
다. 미국의 비금융법인기업 전체가 획득한 이윤에 대한 금융이윤의 비율은 1970년
까지 10% 미만에서 1980년 20%, 1990년 4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Krippner,
2005). 1990년대 말 미국의 비금융법인기업은 실물자산 90%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
유했다(Guttmann, 1996; Duménil and Lévy, 2004a). 특히 제너럴일렉트릭(GE)의 경우
2003년 이윤 중에서 42%가 금융투자에 의한 것이었고, 제너럴모터스(GM)는 자동
차할부금융을 포함하여 80%에 달했다(Blackburn, 2006). 이는 기존의 비금융법인기
업이 금융화를 주도했음을 보여준다(Krippner, 2005, 2011; Orhangazi, 2008).

<그림 2-7. 미국 비금융 기업의 현금흐름대비 금융이윤 비중>
금융이윤 비중
5년 평균값

출처: BEA(NIPA)
③ 미국 헤게모니의 쇄신과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미국은 헤게모니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쇠퇴를 반전시
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미국은 이른바 “달러-월스트리트체제”(Gowan,
1999)로 불리는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해서 유동자본을 향한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
를 차지했고, 금융세계화를 통해서 달러의 역할을 유지·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Helleiner, 1994). 특히 이 과정에서 외채위기나 외환위기에 대한 개입, 미국의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조정 등의 형태로 달러의 지배력을 통한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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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재생산했다(Dumenil and Levy, 2004c;
Gowan, 1999; Agnew, 2005; Kirshner, 2014a).
금융부문 주도 하에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윤율이 하락국면이 상승세로 반전되
었고, ‘신경제’ 현상에 힘입어 1990년대에 전후 최장기간의 호황인 100개월의 호황
기를 경유하면서 미국은 경제적 우위를 완전히 회복했다.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에
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자본이 계속 유입되었는데, 이로
인해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는 신경제가 가능했다.

<그림 2-8. 미국경제의 평균이윤율 추세>

출처: Duménil and Lévy, 2011.
미국의 우위가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통화·금융권력이 수행한 역할은 금융
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이윤율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1970년대 후반 동반 하락했던
두 부문의 이윤율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분기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금융부
문의 이윤율은 비금융부문이 이윤율을 추월했고, 두 부문의 차이는 더 커졌다. 비
금융부문의 이윤율은 1970년대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금
융부문의 이윤율은 1990년대에 급속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이윤율 격차는 미국 헤
게모니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9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림 2-9.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이윤율 비교>

주요
금융부문

주요
비금융부문

출처: Duménil and Lény, 2004d.
금융화를 주도하는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세계경제 역시 거
대국제금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고 외채위기나 외환위기를 매개
로 금융세계화와 자유화·개방화가 가속화되었다. IMF나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국제제도들의 기능과 목적도 변화해서 금융세계화의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Duménil and Lévy, 2004c: 262; Harvey, 2005: 73).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는 세계체계의 위계적 구
조로 인해서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생산했다. 일부 중심부 국가들에
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로 인해 초국적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
편되었다. 금융주도 축적체제가 확립되어 다른 부문들이 금융의 이익에 종속되었
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도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대체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부문 주도 하에 미국의 이
윤율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의 효과 속에서 해외에서 미
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소득과 직접투자이윤 또한 증가했다(van Apeldoorn and de
Graaff, 2012; Harvey, 2005; Duménil and Lév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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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해외직접투자 이윤 및 해외로부터의 총자본소득>

해외로부터의 총자본소득 /
국내이윤

해외직접투자이윤 /
국내이윤

출처: BEA(NIPA)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과거의 헤게모니 국
가들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국가적 지원 하의 거대한 금융적 축적으로 귀결되었
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와 1970년대 말의 달러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
서 달러의 지배력은 붕괴되지 않았고,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고유한 불안정성 속
에서 달러 헤게모니가 유지·강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의 발행을 독점하면서 달러의 발권량과 가치를 통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
고, 금융적 축적의 고유한 불안정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반
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를 비롯해 외채위기와 외환위기를 겪은 지역과 국가들
의 달러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다(Gowan, 1999: 50).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은 미국의 통화·금융권력 하에서 전
세계의 잉여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19세기 말, 20
세기 초의 영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 국면이 해외로의 자본수출을 특징으로 했
던 것과 달리,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은 해외로부터의 자본수입에 기초해서
진행되었다. 볼커 전환 이후 미국의 세계최대의 자본수출 국가에서 세계최대의 자
본수입 국가로 전환되었다. 균형재정을 달성한 1998-99년을 제외하면 1980년대 초
부터 20년 이상 미국의 이중적자가 지속되었고, 2000년대에 이중적자의 규모는 더
욱 커졌다.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통한 이중적자 유지와 금융적 팽창에 기초한 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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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는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 국면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었
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의 통화·금융권력 즉, 달러 발권이익과 미국 금융시장의 우
위로 인해 나타난 것이며, 다시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을 강화하는 기제이기도 했
다. 이를 토대로 거대한 군비지출의 자금원이 확보되었고, 군사력 또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기존의 국제제도들을
변형·우회·파괴하는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전략적 지위를 더 강화했다(Gowan,
1999; Duménil and Lévy, 2004a).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수많은 신흥공업국들이 외채위기나 외환위
기를 겪고 재정긴축 등의 구조조정을 수용한 것과 달리 미국은 위기와 구조조정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생산보다 많이 소비하면서
도 해외로부터 이를 위한 자본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상황에서 나타난 미국으로
의 자본유입은 이러한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낸 요인이 투자의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하는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다. 대다수 국가와 법인기업이 외환을 달러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이를 다시 미국의 금융시스템 내부로 투자했던 것이다(Gowan,
1999: 25-26; Chenais, 1998; Duménil and Lévy, 2000a: 146; Cohen, 1999).38)
1980년대에 ‘석유달러 환류 메커니즘’, 즉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고 달러를 지불
하면 그 달러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되던 메커니즘이 금융세계화의 핵심이었다
면, 2000년대 이후에는 수출달러가 석유달러를 대체했다. 미국이 동아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달러를 지불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달러를 다시
미국의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이 유
지·강화되는 핵심 메커니즘이었다(Duménil and Lévy, 2004c).39)
과거의 금융적 축적 국면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였다

38) 1952년 달러의 해외보유액은 미국 GDP의 5%에 불과했지만 1985년에 그 액수는 20%로 증
가했다. 금융세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 액수는 더욱 증가해 2003년에는 미국 GDP의
70% 수준에 도달했다.
39) 이런 측면에서 이중적자와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은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Arrighi, 2005a,
2005b)가 아니며, 미국이 강제로 수취하는 제국주의적 공납(Panitch and Gindin, 2003, 2005;
Harvey, 2005)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특수성의 표현이며, 미국 헤게모니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전략적 강점이다(Dumenil and Levy,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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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 국면에서는 헤게모니에 대한 유의미한 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플라자합의처럼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조정의 과정에서 경쟁국의 경제가 희생되거나40),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처럼
새로운 축적 중심지의 후보 지역들이 위기를 겪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미국의 우위를 가능하게 했던 이러한 변화들의 지속가능성이다. 미국 헤
게모니가 유지되는 메커니즘, 즉 이중적자와 자본수입은 미국의 개입이나 주요국
사이의 정책적 조정 없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
융세계화의 지속과 미국 헤게모니의 재생산을 위한 미국의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경제가 붕괴한 이후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성장의 한계와 금융버
블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대외부채가 주요 불안요소로 지적되었다. 미
국의 대외부채는 미국의 구조적 권력의 결과였지만, 대외부채의 누적은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그에 기반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우위도 불안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에 급증한 미국의 이중적자와 동아시아(중국)
의 흑자를 의미하는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 속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국제공조나 금융세계화의 지속가능성이 미국 헤게모
니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40) 미국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서독과 일본 모두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구조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세계화
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정책조정을 주도할 수 있었고, 양국 모두 안보적으로 미국에 종속되
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위가 더 극대화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독과 일본, 특히 일
본은 거대한 달러 준비금을 보유하고 이를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환류시켰는데, 이런 메커니
즘은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이 유지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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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미국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조응하는 미국 대외전략을 1950-60년
대의 ‘시혜적 헤게모니’(benevolent hegemony)와 1970년대의 과도기, 1980년대 이후
의 ‘약탈적 헤게모니’(predatory hegemony)의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우선 1절에서는 미국 세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국가간 체계나 영토주의, 자본축적의 정치적·사회적
토대에 관한 연구들을 활용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미국의 전략적 선
택을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설명을 모색한다.
2절에서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의 세계전략의 핵심이 반공·발전주의
와 군사적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냉전전략이었으며, 세계체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
한 시혜적인 속성을 띠고 있었음을 밝힌다. 3절에서는 1970년대의 헤게모니의 위
기로 인한 세계전략 축소를 설명한다. 동시에 미국이 일방주의적 수단을 동원해서
헤게모니의 부활을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기의 세계전략을 금융세계화의 확대 그
리고 무장한 세계화로 요약한다. 또 금융세계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헤게모니의 부활이 세계체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약탈적인 속성을 띠고 있었음을 밝힌다. 나아가 금융세계화의 확대를
위한 군사·안보적 환경을 창출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전략인 무장한 세
계화의 과정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금융
세계화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1. 미국 세계전략의 형성과 변화
미국 세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으로부터 다양
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1) 국제관계론의 이론적 패러다임들은 각자의 이론적 전
제에 기반해서 미국의 대외전략에 관한 설명을 제공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1) 미국의 대외전략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연구로는 호간 편(Hogan,
ed., 2004), 마텔 편(Martel, ed., 1994), 아이켄베리 편(Ikenberry, ed., 2015), 하스테트(Hastedt,
2015), 위트코프 등(Wittkopf et als., 2008)등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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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전략의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를 비판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려
는 연구들은 미국의 이념적 전통, 경제적 이익 등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설
명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의 이념적 전통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미국의 ‘미국예외주
의’를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고, 미국 대외전략의 자유주의적이고 관대한 속성을 과
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세계전략의 기본적 동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흔히 ‘코퍼러티즘’으로 분류되며,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적 축적체제가 확산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축적체제의 변화와 세계전략의 변화를 분
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념과 이익에 기초해서 미국의 선택을 설명하려는 이러한 연구들의 문
제의식은 헤게모니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와 헤게모니적 예외성, 그리고 헤게
모니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축적체제 변화에 관한 분석의 형태로 미국 헤게모니
의 역사적 동학으로 포섭될 수 있다. 또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 헤게모니에 관한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국가간 체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정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1) 주류 국제관계론의 한계: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천적·이론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대외전략을 주도한 것은
국제관계론의 현실주의는 패러다임이었다. 냉전 시기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지배한
현실주의자들 대부분은 세력균형 논리를 통해서 탈냉전 국제질서를 진단했고, 여
기에서 자동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이 도출되었다. 탈냉전 이후 다수의 현실주의
자들은 세력균형의 필연성과 단극체계의 불가능성을 근거로 미국이 다른 강대국들
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다고 주장했다(Mearsheimer, 1990; Waltz,
1993; 2000; Layne, 1993).
이러한 전략은 국제체계의 속성(무정부상태),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국가)의 목표
(안보와 생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서 라는 논리에서 도출되는 것으
로서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된다. 따라서 헤게모니 국가의 대외전략
이나 힘의 속성, 지역체계의 특수성 등은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Ikenberry, 2002; Kaufman et als, 2007; Paul, 2000). 헤게모니에 대한 균형은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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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역시 헤게모니의 유지를 위한 전세계적 개입이 아
니라 다극적 질서에 대비하는 축소, 선별적 개입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망과 달리 현실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균형 연합(balancing
coalition)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 국가들이 균형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
게 전가하고, 미국 헤게모니가 부과한 질서에 편승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위경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Wohlforth, 2008; Deudney and Ikenberry, 1999;
Mastanduno, 1999; Brooks and Wohlforth, 2002; Jervis, 2009). 이 때문에 단극체계 하
에서 세력균형론이 갖는 현실 설명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세력균형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그 핵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력균형의 논리는 17세기 대륙유럽의 경험에 국한된 것으
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역사적 규범이 아니며,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
험과는 배치되는 것이다(Kaufman et als., 2007). 둘째, 세력균형론은 안보·군사 영역
에 대한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가 제기하는 쟁점을 이해하
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세력균형론은 탈냉전 이후 국제체계와 미국-동아시아 관계의
핵심인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의 변화나 미국-동아시아 혹은 미중관계의 모
순적인 경제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 국가가 갖는 힘의 크기와 성격, 헤게모니 국가의 전
략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헤게모니 국가가 구축한 질서의
성격, 헤게모니 국가가 가진 힘의 크기와 성격 등에 따라 균형 이외의 다양한 선
택지가 제시될 수 있다(Jervis, 2009; Ikenberry et als., 2009). 예컨대, 미국이 합의된
규칙과 규범, 제도에 기초해 관대한(benign) 헤게모니로 기능하고 있다면 굳이 미국
에 대항하는 균형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헤게모니 국가가 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헤게모니 국가의 힘이 너무나 압도적
이어서 그것에 대항하는 균형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지나치게 클 때도 균
형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Monteiro, 2011; Deudney and Ikenberry, 1999;
Paul, 2000; Tammen et als., 2000)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서 세력균형론의 일부 개념들을 확대하거나 완화해서 여전
히 미국에 대한 일종의 균형이 존재함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연성균형’(soft balancing) 개념을 통해서 헤게모니 국가에
대한 균형이 존재함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균형의 논리를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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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능력에서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대체한 이른바 위협균형론이나 균형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약소국의 분석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미국에
대한 균형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
식되지 않았거나(Pape, 2006; Paul, 2006), 다른 국가들이 헤게모니 국가의 압도적
힘으로 인한 국력의 차이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해 전통적인 의미의 강성
균형(hard balancing) 대신 연성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He and Feng,
2008; He, 2008). 또한 헤게모니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가 쉽게 대체될 수 없을
때처럼 헤게모니 국가가 국제체계에서 순기능을 할 경우에도 강성균형 대신 연성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Paul, 2006). 따라서 미국은 연성균형 전략이 강성균형 전략
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국의 우위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을 자제하고, 국제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필
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Walt, 2008; Pape, 2006).
그러나 연성균형은 약소국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균형이 아니다. 즉 그것이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
에 야기하는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또 헤게모니 국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 어떤 국
가가 헤게모니 국가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인식했는지는 사후적으로 이 국가가 연
성균형을 채택했는가 여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순환논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헤
게모니 국가의 전략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현실주의의 강력한 경쟁자인 신자유주의 역시 이러한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다자제도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전
제로부터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한 설명의
핵심은 무역, 투자 등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안보정책에 제약이 발생하며,
헤게모니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Keohane and Nye, 1989). 특
히 탈냉전과 세계화 이후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심화되었고, 특히 미국은 신자유주
의와 세계화에 가장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전략 역시
세계경제가 부과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 역
시 순화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국가들 또한 미국에 대항하는 균형을 형성하거나
미국에 도전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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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대다수의 논의는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국가 간 갈
등의 강도가 약화되고 그 빈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을 보인다(He, 2008;
Paul, 2006). 그러나 안보와 경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분
쟁, 환율, 금융시장 개방 등의 경제적 문제는 안보적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
는다. 또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나 경제 구조에 따라 상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관련 국가간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 미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오늘 환율과 무역적자 등
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Posen, 2009; Kirshner, 1995,
2009, 2014; Calleo, 2009; Gilpin, 2003). 특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즉 이중적자와 수출달러 환류, 달러(미국 국채)에 대한 동아시아의 의존과 동아시
아 수출달러에 대한 미국의 의존은 ‘금융공포의 균형’으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 상
호의존성으로 표현될 수 없는 모순과 복잡성, 그리고 비대칭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다자주의적 국제제도를 강조하는 설명에 따르면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
역시 제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러한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장
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전략은 다자주의적 국제
제도를 통한 개입을 유지하는 동시에, 힘에 대한 자기절제를 통해 다자주의적 국
제제도가 부과하는 제약을 수용해야 한다(Martin, 1992; Ikenberry, 2002; 2011).
그러나 다자주의적 국제제도에 대한 강조는 서구의 경험을 특권화할 위험이 있
다. 제3세계에서는 미국 헤게모니가 다자주의적 제도를 우회해서 지배력을 행사하
는 경우가 많았고, 약소국의 경우 각종 국제제도들에서 과소대표되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이다(Cumings, 2009). 실제로 NATO를 비롯한 다자주의적 제도에 기초해서
지역질서가 형성된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 즉
‘허브 앤 스포크’‘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가 지역질서의 토대였다.
나아가 제도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제도를 형성·변형하거나 제도 자
체를 우회할 수 있는 헤게모니 국가의 능력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탈냉전 이후
나타난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무역정책에서 양자협정에 기초한 ‘경쟁적 자유화’의
추진 등은 미국이 다자주의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우회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례들이다.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발전주의의 핵심이었던 브레튼우즈 제도들
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확신시키는 핵심 제도로 기능한 것은 제도의 목적이
변형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자들이나 제도주의자들의 주장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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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미국 헤게모니는 항상 관대하고 시혜적인 성격만을 띠지는 않았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정주의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인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고, 헤게모니 국가가 공공재 공급의 비
용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헤게모니 국가의 힘의 속성이나
그것이 집행되는 방식의 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헤게모니 국가가 된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세계
질서를 주조하고 변화시키는 체계의 설계자(system maker)였고, 따라서 미국의 전략
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자신의 선택과 지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치명적인 것일 수 있다(백창재, 2008; Mastanduno, 2009;
Layne, 2006). 따라서 국제체계에 관한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해서 연역적으로 미국
의 전략을 설명하려는 이러한 논의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을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실주의에서는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전제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해서 단극으로서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Monteiro, 2013)로 나타났고, 자유
주의에서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요소들을 종합해 국가의 선호나 선택을 설명하려는
시도(Moravscik, 1997)로 나타났다.
몬테이로(Monteiro, 2013)는 월츠의 신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에 국가 목표로서 경
제성장과 핵혁명을 변수로 추가해 단극의 행동과 전략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수립
하려고 시도했다. 몬테이로에 따르면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세력균형
론의 논리가 재래전 시대에 적합한 것이며, 핵혁명 이후에는 핵 억지력로 생존을
확보한 강대국이 경제성장에 집중하게 되고, 따라서 초강대국에 대한 균형 동기가
낮아진다. 경제성장이 국가의 목적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균형 전략은 생존과 경
제성장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된다. 따라서 핵억지력에 의해 강대국의
생존이 보장되고, 초강대국(헤게모니 국가)이 방어적 수용전략을 채택하여 강대국
들의 경제성장을 보장해줄 경우 단극 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2)

2) 몬테이로의 모형에서 초강대국에게 주어진 전략적 선택지는 공격적 수용, 방어적 수용, 비
관여적 수용, 공격적 봉쇄, 방어적 봉쇄, 비관여적 봉쇄의 6가지이다. 몬테이로에 따르면 방
어적 전략이 공격적 전략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전략이며,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강대
국들에게 봉쇄전략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은 봉쇄보다 수용을 선호한
다. 따라서 초강대국이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방어적 수용(defensive accommodation)이다. 군
사적으로는 현상유지적이고 경제적으로는 경쟁국의 경제성장을 허용하는 방어적 수용 전략

제3장.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미국의 세계전략 105

몬테이로의 이론은 월츠의 현실주의와 달리 단극의 전략과 행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몬테이로 역시 안보·군사 영역에 대한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가 제기하는 쟁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몬테이로는 국가의
제2의 목표로서 경제성장이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있지만 경제문제를 단지 외생적
으로 처리함으로써 현실주의의 고유한 한계를 공유한다. 또 미국의 전략이 방어적
수용이라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모라브직은 국가선호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국가선호가 국가의 전략과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그는 국가선호를 강조하면서도
국가에 가해지는 제약을 동시에 고려해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현실주의와 제도주의

를 종합했다. 모라브직의 모델 하에서 국가의 행동은 두 단계로 설명된다. 우선적
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국가선호의 형성과정과 그러한 선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행위의지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는 국제체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전략적 상
호작용이 부과하는 제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모라브직에 따르면 국제관계의 기본적 행위자는 단일한 행위자로 가정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집단이다. 이들 사회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
협력 또는 대립하면서 국가선호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러한 설명은 외교정책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지만, 장기
적인 시계(視界)를 요구하는 대전략과 관련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정치 행위자나 정치제도를 통한 설명은 약한 국가와 강한 사회로 특징지어
지는 미국 정치제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선거, 관료제, 이익집단, 여론과 미디어, 의
회와 행정부의 양부관계 등 국내 정치가 대외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Chittick, 2006; Wittkopf, 2012; McCormick, 2013; Hastedt, 2015).3)
그러나 국내정치를 통한 이러한 설명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미국 대외전략의 장기적인 추세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요
인들에 기반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은 단극이 경제적 희생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3) 제임스 로즈노(J. Rosenau)로 소급하는 외교정책결정론은 대외정책 결정 변수로 개인차원,
역할차원, 정부차원, 사회차원, 국제체제차원 등 다섯 가지 차원의 변수를 제시했는데, 이러
한 모형은 대외정책 결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Wittkopf, et als.,
2008: 18; Wittkopf and McCormick, 2012 :7).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나 중
요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채 변수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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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외정책 결정의 인과연쇄에서 가장 거리가 먼 간접적인 변수로 다뤄지는 세
계체계·국제체계 차원의 변수에 비해서 국내정치적 변수들이 과연 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국내정치가 전략의 실제적인 내용이나 방향성까지 결정하는 ‘독립
변수’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내 정치를 통해서 대외정책을 결
정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게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특정 전략의 형성이나 세계전
략의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 등을 설명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4)

(2) 이념과 이익
다른 한편, 국제관계론의 이론적 모델을 통한 연역적인 설명이 아니라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은 이념과 이익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의 이념적
전통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미국적 가치와 규범, 이념의 우월성에 관한 인식(혹은
오인)이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흔히 ‘미국예외주의’로 지칭되는 이
러한 인식체계의 핵심 요소로는 자유주의·공화주의에 기초한 도덕적 절대주의, 칼
뱅주의적 선민의식이 제시된다.5)
4) 권용립(1997; 2010)의 연구는 국내 정치적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당체
제의 순환과 대외전략의 순환이 조응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정당체제 순환과 대외전략 순환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예컨
대, 뉴딜 정당체제가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는 불명확하며, 1960-70년대의 케인즈주의
적 합의, 민주당의 카터 행정부가 레이건 행정부에 앞서 이미 신보수주의적 대외경제전략을
구상한 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 수렴을 의미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설명은 제
시되지 않는다. 또 부시(G. W. Bush)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갖는 일방주의적이고 신보수주의
적인 속성이 강조되면서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신자유주의
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정책 조정의 지속이 설명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5) 헌트(Hunt, 1987)는 해밀튼주의와 제퍼슨주의의 두 가지 형태로 미국 대외전략이 이념을 제
시한다. 해밀튼주의는 정부와 대자본의 동맹에 기초한 팽창적 외교, 제퍼슨주의는 공화주
의·민주주의 이상을 보존하기 위한 내향적 외교를 정당화한다. 한편, 미드(Mead, 2004)는 해
밀튼주의와 제퍼슨주의에 윌슨주의와 잭슨주의라는 또 다른 두 가지 전통을 추가한다. 여기
에서 잭슨주의는 안보와 번영을 향한 대중적 열망에 기반한 강력한 대외전략의 이념적 기
반이며, 윌슨주의는 민주주의와 도덕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이상주의적 대외전략에 토대였
다. 맥두갈(McDougall, 1997)의 경우 성서의 유비에 기초해서 구약의 내향적이고 일방주의적
인 선민의식과 신약의 팽창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십자군주의로 미국 대외전략의 이념적 전
통을 구별한다. 미국 대외전략의 이념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든, 이념적 전통을 통해서 미국
의 대외전략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이념이 단기적인 정책결정이나 특정 이슈의 문제가 아
니라 미국 대외전략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결정요소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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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륙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도덕적 우월감, 신의 은총을 입은 특별하고
위대한 국가라는 종교적 우월감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국가이며, 미
국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여기에서 미국적 가치와
신념, 제도를 토대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십자군적 세계관과 대외전략이 나타
나기 시작했다(Hunt, 1987; Mead, 2004; McDougall, 1997; Snow and Brown, 1997;
Hixson, 2008; 권용립, 2010; Iriye, 1989).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해서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로 교화시키거나 미국의 이상을 세계에 전파하려는 시도가 미국 대외전략의
핵심 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인식체계의 결정체가 바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6)에 기초한 팽창주의이다(Cumings, 2009; Roskin and Berry, 1997: 23-26).
미국예외주의에 기반한 이념적 전통은 장기적인 역사 속에서 대외인식이나 대외
전략의 기본적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유용성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
의 이념적 전통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의 핵심 요소와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미국예외주의가 현실과 괴리된 왜곡된 자기인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 자유와 합의라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상은 동부 정주 식민지의 지
배적 이데올로기였지만 소수의 백인-앵글로색슨-개신교도에게만 적용되었고, 서부
로의 팽창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탐욕적인 이윤추구와 폭력이었다는 것이다. 또 도
덕적 절대주의와 칼뱅주의에 기초한 선민적 세계관은 미국 엘리트들의 대내외적
배제와 차별의 논리, ‘문명화’를 가장한 폭력적인 정복의 논리를 극대화하는 근거
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는 자유주의나 공화
주의, 칼뱅주의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내재된 “보수적 아메리카주
의”(conservative Americanism)(Heater, 1996)였다(Tyrell, 1991, 2007; Cumings, 2009;
Hixson, 2008; Hunt, 1987, 1999; LaFeber, 1999; 권용립 2003; Rosenberg, 1982).7)
6) 19세기 중반 처음 등장한 ‘명백한 운명’이라는 관념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팽창의 이념적
기초였으며, 최초의 정착지인 뉴잉글랜드에서 중서부, 서부로의 팽창, 그리고 대륙국가 건설
을 정당화했다. 대륙국가 건설 이후 북중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커밍스(Cumings, 2009), 로스킨
과 베리(Roskin and Berry, 1997)를 참고할 수 있다.
7) 이러한 비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논의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
점에 따르면, 최초의 정착지인 뉴잉글랜드에서 중서부, 서부로의 팽창, 19세기 아메리카 대
륙에서의 팽창의 완료와 대륙국가 건설, 미서전쟁 이래의 대외팽창과 북중미 장악, 20세기
의 태평양의 완전한 장악이 동일 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Cumings, 2009; McDou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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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미국적 설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미국의 이
념적 전통을 강조하는 다수의 논의가 미국적 전통을 미국적인 것 그 자체를 통해
서 설명될 수 있는 자기 완결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파악한다(Gaddis, 2002, 2005;
Mead, 2004, 2005). 이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미국예외주의가 변용되
는 다양한 방식이나 미국과 세계의 상호작용이 파악될 수 없었다.
식민지에서 대륙적 규모의 거대한 상업·산업국가로, 그리고 세계헤게모니로의 미
국의 변형은 내부적 동력의 단선적인 진화로만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세
계적 수준의 자본축적과 정치적 변동, 그리고 국가간 체계로부터의 외부적 강제가
미국 내부의 동력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였다(Rodgers, 1998; Tyrell, 2007;
McCormick, 2004, 1986; Hogan, 2004, 1986). 이러한 과정에서 팽창을 위한 레토릭
으로 동원된 미국예외주의와 그에 기반한 대외전략 역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
되었고, 끊임없이 변형되었다(Lilley and Hunt, 1988; Iriye, 1989; Hunt, 1987, 1999;
Hoff, 1999; Hixson, 2008; Rosenberg, 1982; Cumings, 2009; LaFeber, 1999).
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그것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라는 점에서 미국 자체에 주목하는 분석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국내
적인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의 배타적인 분할을 의미할 필요는 없으며, 헤게모니
국가 고유의 개방성으로 인해서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의 구별과 분할은 더
모호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외전략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 또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Hogan, 2004; McCormick, 2004).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념적 전통으로 제시되는 여러 요소들은 미국 자체의 문
제가 아니라 곧 세계체계의 문제이기도 했다(Tyrell, 2007; Hunt, 2007). 여기에서 특
히 주목할 만한 것은 헤게모니 국가라는 미국의 독특한 지위이다. 세계헤게모니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헤게모니 국가가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예
외적인 국가로 표상하고, 동시에 그것을 보편적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여준다. 세계헤게모니는 과거와 구별되는 당대의 세계체계를 대표하는 보편

1997; 권용립, 2010; Hunt, 1987). 대서양과 달리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은 항상 강력한 일
방주의적 개입을 지향해 왔으며, 그것은 종종 군사적인 수단에 의존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환경이나 미국의 능력이 부과하는 한계로 인해 실제적인
전략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이른바 ‘대서양 공동체’에서와는 달리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관되게 팽창주의적·군사주의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LaFeber, 1999; Cumings,
1999, 2009; Hoff, 1999; Hun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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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지만,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발전된 우월한 국가로서 예외성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Taylor, 1996). 이런 측면에서 미국예외주의는 ‘실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과 함께 재구성되어 과거로 투사된 미
국적 신화의 일부이며, 헤게모니적 예외성의 미국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
라서 미국의 이념적 전통에 준거한 미국 대외전략 분석은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관한 분석의 일부로서 미국 헤게모니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에 관한
분석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했고, 연방차원의 권력
과 제도는 여전히 취약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법인자본이 대륙적 규모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연방차원의 국가적 정체성과 제도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확
산되었고, 뉴딜은 연방 차원의 제도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중요한 계기 되었다. 나
아가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도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예외주의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Ekbladh, 2010: 3-4; Hunt,
2007: 82-85; Tyrrell, 2007: 121, 189-190). 뉴딜을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한 연방차원
의 제도와 국가적 정체성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더 확고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개입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미국예외주
의가 세계적 차원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는 1950-60년대를 풍미한 현대화론으
로 집약되어 나타났고, 반공·발전주의의 형태로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Gilman, 2003: 63; Fousek, 2000: 46; Ekbladh, 2010: 3, 77).
197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현대화론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금융적 축적에 기반해서 미국 헤게모니가 재건
된 198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Manzo, 1999; Hunt, 2007: 289-291; Rist, 2014: 246, 311;
McMichael, 2012: 205, 228).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신자유
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위기에 관한 담론을 확산시켰는데,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
계전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불분명하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산
출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토대의 취약성은 보편적인 동시에
예외적인 존재로서 스스로를 표상해야 하는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장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경제적 이익이 미국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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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주의적인 대외전략이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나 계급관계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19세기 이래 미국의 팽창주의적인
대외전략은 ‘명백한 운명’이나 목가적 이상을 통해서 정당화되었지만, 그러한 이데
올로기적 정당화의 요소들은 허구에 불과하다. 미국 대외전략의 근본적인 추동력
은 이익을 위한 팽창이었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세기 이래 미
국의 대외전략을 지배해 온 문호개방 정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달러외교를 비판한 스콧 니어링(S. Nearing)의 작업이나 외교
정책의 경제적 동인을 강조한 비어드(C. Beard)의 작업, 그리고 윌리엄스(W. A.
Williams)의 연구로 소급한다. 특히 윌리엄스의 연구는 수정주의 학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1960-70년대의 수정주의 학파는 냉전이 미국 자본의 이익을 실현
하기 위한 공세적 대외전략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osenberg, 1994).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서 미국 대외전략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연구도 나
타났다(Magdoff, 1969, 1977; Kolko, 1969).
초기의 수정주의 연구들은 기업 및 금융 이익집단 같은 정치 외적 요인들의 역
할을 분석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변수들은 ‘국내적 요인’이라는 차원에서 취급된다
는 한계가 있었다. 또 자본의 이익을 강조하면서도 축적체제의 변화, 그것이 갖는
함의 등에 관한 분석은 부재했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이 대외전략으로 전환되는 메
커니즘에 관한 설명도 제시되지 못했다. 초기의 수정주의 연구가 세계적 수준의
자본축적 동학과 미국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본의 이익이
대외전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일련의 연구
들이 1980년대 이후 등장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코퍼러티즘’으로 분류된다.
코퍼러티즘에 기반한 연구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을 미국 축적
체제의 변화와 그것에 조응하는 자본, 관료, 조직노동의 연합형성이나 국가이익과
자본이익의 수렴을 통해서 설명했다(McCormick, 1982, 2004; Hogan, 1984; 2004;
Rosenberg, 1994). 이들은 서유럽의 재건이나 냉전전략이 뉴딜을 경유하면서 미국에
서 새롭게 형성된 축적체제와 계급동맹의 확산에 기반해서 세계자본주의를 재건함
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
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의 수정주의 연구와 달리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의 상
호작용, 그리고 헤게모니 국가 내부에서 형성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힘이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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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학파를 분류하는
‘코퍼러티즘’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대부분의 분석이 뉴딜 모델의 확산이나 마셜
플랜 같은 원조를 통한 서유럽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화 이후 미국
축적체제의 변화와 세계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이들의
연구가 미국의 ‘서유럽 전략’에 준거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미
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의 경험에 준거한다면 ‘코퍼러티즘’이라는 명명 자
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8)

(3) 자본주의와 영토주의, 세계경제와 국가간 체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의 핵
심인 자본축적과 국가간 체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미
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서 제시하는 세계적 규모의 축적체제는 세계체계 전
체에서 동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헤게모니 국가 내부에
서부터 형성되어 확장된다. 따라서 새로운 축적체제의 요소들이 등장하더라도 반
드시 세계적 규모의 축적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헤
게모니 후보 국가의 상대적 우위가 있더라도 새로운 축적체제가 새로운 헤게모니
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체계를 매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헤
게모니 국가의 지정학적 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Arrighi, 1994; Arrighi, Hui, Ray
and Reifer, 1999). 여기에서 헤게모니 국가의 세계전략이라는 문제가 개입된다.
역사적으로 현대 국가간 체계의 등장과 팽창은 자본축적의 주요 동인인 동시에
그 결과였다.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에서는 국가간 체계에 고유한 논리인 영토주의
가 자본주의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도 영토주의는
자본들 간의 경쟁에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공존했다. 자본가
집단은 세계경제에서 그들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지자로서 각
자의 국가를 동원하고, 국가권력과 협력했다(Wallerstein, 1974b: 348, 402). 이처럼
자본주의가 단일 정치체계가 아니라 복수의 정치체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8)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퍼러티즘의 문제의식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교집합
을 가지며, 실제로 본 연구의 2, 3장에서 제시하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 시혜적
헤게모니에 관한 분석으로 상당부분 포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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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팽창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또 영토와 무장력을 가진 영토주의 국
가의 지원을 얻은 자본가들만이 세계헤게모니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영토주의는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자본주의적 논리와 국가간 체계의 영토주의적 논리의 상호작
용은 비대칭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끊임없는 자본축적을 지향하는 자본주
의는 자본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만 남은 자본의 논리를 지칭한다. 영토 자체의
존속과 유지를 우선시하는 국가간 체계의 영토주의적 논리는 보호주의나 팽창주의
처럼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자본축적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자본주의를 제약할 수도 있다. 제노바의 거대국제금융이나 네덜란드의 상인자본이
자본주의적 논리를 대표한다면, 지정학적 경쟁에서의 우위나 국가간 체계의 안정
을 위해서 헤게모니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이 자본주의와 영토주의의 상호의존성과
충돌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월러스틴으로 대표되는 세계체계분석은 국가간 체계의 고유한 논리에 관한 분석
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Wallerstein, 1974b; Reifer and Thudler, 1996). 그러나
동시에 세계경제와 동일시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정치적 표현” 혹은 “상부구조”
로 국가간 체계롤 개념화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월러스틴과 달리 아리기로 대표되
는 세계헤게모니 연구(Arrighi, 1994; Arrighi, Hui, Ray and Reifer, 1999)는 자본주의
적 팽창과 국가간 체계에서의 지정학적 경쟁 사이의 모순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헤
게모니 국가의 역할을 분석의 중심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간 체계에 관한 분석의
가능성을 개방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콕스(Cox and Sinclair, 1996; Cox, 2002), 질과 로(Gill, 1993;
Gill and Law, 1993), 페일(van der Pijl, 1984, 1998) 등의 그람시적 국제관계론은 자
본축적의 정치적·사회적 토대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콕스 등(Cox, 1986; Cox and
Sinclair, 1996)의 연구는 세계화된 생산, 그리고 초국가적 제도들 사이의 복잡한 상
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역사적 구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적 생산, 즉 자본주의 논리에서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지만 국가가 자본주의적 축
적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생산의 전체적 구조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치 및 상대적 힘에 의해 국가가 생산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이 제약되는데, 이 때 국가는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이 전제하는 초역사적인
합리적인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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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국가간 체계, 자본주의와 영토주의의 모순과 비대칭성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그 결과
나타난 세계적 수준의 자본축적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양자는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지만 별도의 논리 속에서 작동하며, 하나의 변수를 통해서 다른 하
나를 설명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의 인과관계로 포괄되지 않는 잔여적 사실들이나
시간적 지체(time lag)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설명하더라도
국가간 체계에서 나타나는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적 분석으로 이러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구체적인
시·공간적 제약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대상
으로 하는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군사·안보 관계나 지정학적 갈등처럼 미국 헤게모니의 역
사적 동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간 체계에 고유한 영토주의적 논리의 영역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역사적이고 추상적인 국제관계론의 이
론적 논의로 환원되지 않는 구체적인 지정학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1960년대까지 미국 헤게모니의 근간이었던 실물적 축적이 반드시 군사
적 케인즈주의에 기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을 과잉결
정한 냉전전략이 반드시 봉쇄전략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1970
년대 데탕트의 경우도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인 것은 분명하
지만, 소련이나 중국 같은 핵심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더 구체적으
로 분석되어야 한다. 또 1980년대의 2차 냉전 또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 완전
히 조응하거나 그것으로만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지정학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
다. 1990년대 이후의 무장한 세계화 또한 금융세계화 뿐만 아니라 탈냉전 이후의
지정학적 재편, 그리고 9·11테러 같은 우발적 사태나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 또한 이러한 관점에
서 분석되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는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와 성격을 제약하고, 대전략의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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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능력의 변화에
직면한 미국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에 관한 분석으
로 환원되지 않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 헤
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물론, 국가간 체계에 관한 분석을 현재적 관점에서 더 구
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
한 것은 헤게모니의 변화에 직면한 헤게모니 국가의 선택에 관한 연구들이다. 금
융화 국면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나 9·11 테러 이후 군사적 일방주의와 관련
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의 쇠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은 여전히 물리적 능력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위는 과거의 헤게모니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미
국이 헤게모니의 쇠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주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거나
헤게모니를 억압적인 지배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Calleo, 1987:
142; Flint, 2006: 70-93; Beeson and Broome, 2010; Arrighi and Silver, 1999: 288-289;
Arrighi, 2005a, 2005b; Harvey, 2005; Panitch and Gindin, 2005, 2012).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여전히 우위에 있는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위기에 대
응했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서 지정학적 위험들에 대응해왔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적어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헤게모니의 쇄신과 강화를 지향하고 있으
며, 미국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공언해왔다. 그러
나 미국이 새로운 축적체제에 기반한 헤게모니의 쇄신에 실패할 경우 압도적인 군
사적 우위에 기반해서 헤게모니를 동의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착취적 지배로 전
환하거나 ‘체계의 카오스’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헤게모니의 쇠퇴를 수
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헤게모니 후보 국가가 출현할 경우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나 대안적 축적체제의 부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른 한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이 헤게모니의 쇠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
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계체계의 변화 전망
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의 헤게모니 이행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헤게모니 출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헤게모니가 부
재한 세계체계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이 헤게모니의 쇠퇴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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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해서 체계의 카오스가 도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헤게모니 국가는 부재하지만 안정적인 세계체계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는
세계체계의 속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다.
향후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와 세계체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미래를 선
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세계화가 유지되
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채권국들과의 정책적 조정이 향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
다. 1970년대의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드러난 것처럼, 헤게모니의 위기는 자동적으
로 헤게모니의 쇠퇴와 이행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아시
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한 분석이 중요성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림 3-1. 미국의 전략적 선택>

헤게모니의 재강화
(기존 헤게모니의 속성 변화)
거부

체계의 카오스
(헤게모니의 부재)
착취적 지배
(헤게모니의 부재)

헤게모니
쇠퇴
평화적인 헤게모니 이행
(새로운 헤게모니)
수용

체계의 카오스
(헤게모니의 부재)
헤게모니가 부재한 안정적 세계체계
(헤게모니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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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혜적 헤게모니: 법인자본의 팽창과 반공·발전주의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해서 세계체계를 재조직
한 미국은 뉴딜의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탈식민주의를 옹호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헤게모니의 사회적 토대를 확장하고, 법인자본의 팽창에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군사적 케인즈주의와 강력
한 반공정책을 통해서 공산권 국가들을 봉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주의에
입각해서 개별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했다. 반
공·발전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의 미국 대외전략은
중심부에서 노동자계급의 포섭, 반주변부와 주변부에서 민족국가 단위의 발전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시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 세계체계의 재조직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곡창이었으며, 은행이었다. 유
럽과 일본의 몰락으로 인해 전후 세계에서는 미국과 소련만이 의미 있는 행위자였
고, 미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 능력을 보유했다. 특히 경제력의 우위는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1947년 미국의 금 보유고는 세계 전체의 70%에 육박해 사실상 세계
금융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다. 생산능력 및 유효수요에서도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우위를 확보했다.
미국은 이러한 능력에 기반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 사이의 주권적 평등
의 원리를 대폭 확대한 UN을 건설하고, 거대국제금융에 대한 뉴딜적 통제를 토대
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확립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금융과 국가간 체계를
안정화해서 체계적 축적순환의 지속과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고, 다른 국가들 역
시 민족국가 단위의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성격이었다. 미국
은 뉴딜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경제관리의 방법을 세계로 투사해서 전후 질서를
건설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고히 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제 금본위제를 복구했
지만, 그것은 순수한 금본위제가 아니라 달러를 매개로 한 금환본위제로서 금의
중요성을 상대화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채택했다.9) 미국이 전세계 금의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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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후 국제통화질서는 미국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
고,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동시에 미국에게 발권이익을 보장
하는 국제통화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 대한 달러 유동성의 공급
은 사실상 미국의 대외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Kirshner, 1995).
또 전간기에 발생한 경쟁적인 평가절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환율
제를 실시했다. 무역수지적자가 누적될 경우 1% 범위 내에서의 환율조정이 허용되
었다. 또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한 국가는 국제통화기금 출연금에 해당하는 대여금
을 자동적으로 인출할 수 있었다. 출연금을 초과하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정
책을 수용하는 한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 만성적·구조적 국제수지 적자와
국제준비자산이 대폭 감소하는 근본적 불균형의 경우 IMF와의 협의를 통해 10%
안에서 대폭적인 환율조정도 허용되었다. 이처럼 조건부 평가절하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보장한 것은 국제수지 균형의 회복과 통화가치 유지를 위해 모든 부담을
국내경제에 전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브레튼우즈 체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고,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
함으로써 개별 민족국가에게 거시경제정책의 상대적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10) 브레튼우즈 체제는 각국 정부에게 높은 수준의 고용과 임금 보장, 경
제발전을 위해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했고, 이는 케인즈주
의에 기초해서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Helleiner, 1994;
Guttmann, 1994; Eichengreen, 1996).11)
9) 브레튼우즈 회담에서 영국 대표 케인즈는 세계화폐 방코르(bancor)의 도입과 세계중앙은행
으로서 국제청산은행(International Clearing Bank)을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 화이
트는 기축통화 발행국의 발권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케인즈의 안을 반대하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발권이익이 보장되는 금환본위제를 주장했다. 케인즈의 제안은 헤게모니 국가의 우
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압도적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정치경제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었다(Meier, 1974; Helleiner, 1994).
10) 먼델의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정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본의 이동성, 환
율의 안정성,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영국 헤게모니 하의 금본위
제가 자본의 이동성과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서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희생한 것이라면,
브레튼우즈 체제의 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는 자본의 이동성을 억제하는 대신 환율의 안
정성과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11) 흄의 가격-정화 플로우 모델(Price-Specie Flow Model)이 보여주는 것처럼 금본위제 하에서
는 통화와 환율의 안정성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며, 이를 위해 국내경제는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반면 미국 헤게모니가 확립한 케인즈주의적 관리통화제 하에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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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레튼우즈 회담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을 보완하는 국제무역기구(ITO)의 창
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미국에 의해서 부결되면서 관세와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이 국제무역질서의 수립과 유지를 담당할 다자주의적 제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GATT 체제는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하에 참여국
들 간의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여 무역의 확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GATT 체제의 목표는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이라기보다는 ‘보다 자유로
운’ 무역이었고,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GATT는 상품무역에만 적
용되었고, 농산물과 서비스, 섬유, 그리고 국제투자 및 반경쟁적 기업행동 등의 국
내경제관행은 제외되었다. 또한 국제수지 불균형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정산업이 수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경
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가 허용되었다(백창재, 2012: 51; Eisner, 1995).
전후 무역질서의 이러한 성격 역시 거대국제금융의 통제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
는 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건방향과 일치한다. 또 그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경
제적 토대 중 하나인 법인자본의 성격에도 조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거대 법인기
업은 다사업부제와 자회사를 통해 세계시장을 내부화했고, 따라서 기업활동의 자
유만 보장된다면 자유무역의 부분적 제한은 이윤추구에 큰 제약이 되지 못했다.
미국이 서유럽에서 자유무역의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기업의 진출과 활동에 대
한 제한을 용인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Arrighi, Barr, and Hisaeda, 1999).
국제정치경제질서와 국가간 체계가 기틀을 마련한 상황에서 미국이 재건한 세계
질서가 작동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마지막 문제는 달러 유동성의 부족, 즉 ‘달
러갭’으로 알려진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세계에 유동성을 공
급해야 했는데, 달러갭을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은 ‘냉전의 발명’을 통한 ‘군사적
케인즈주의’와 각종 원조 프로그램이었다. 달러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미국은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자유세계’ 내에서 달러 유동성 부족 문
제를 해결하고 경제 재건의 토대를 마련했다(Arrighi, 1994: 297, 1999: 234-235;
Block, 1977; Gill and Law, 1993; Eichengreen, 1996; Guttmann, 1994: 458-459).

경제에 신용과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용이하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자재정을 실행하고, 화
폐발권량과 금리를 적절히 조절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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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전과 법인자본의 팽창
미국 헤게모니에 의한 국제질서 재조직의 전망과 이를 위한 전략은 2차 세계대
전 전후 구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정
치에서 미국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계정치의 재조직을 구상했다. 특히 루즈
벨트는 세계의 ‘번영’과 ‘안전’이 미국의 권력과 도덕적 우위에 기반하는 국제적
조직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세계정부’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기획을 현실화하고자 했다.
그가 구상한 세계정부는 미국의 뉴딜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하려는 의식적인
기획이라는 점에서 ‘혁명적’이었고,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과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구 식민지 국가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일세계주의’(one-worldism)를 지
향했다(McCormick, 1984; Silver and Slater, 1999). 루즈벨트는 1941년 연두교서에서
‘전체주의’에 대항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
핍으로부터의 자유에 기초한 하나의 세계(one world)라는 이상을 표방했다. 루즈벨
트의 이러한 구상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41년의 ｢대서양헌장｣으로 소급하
는 것으로, 그가 구상한 세계정부의 구체적 형태는 UN이었다(Taylor, 1996)
그러나 냉전으로 인해서 루즈벨트의 구상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뉴딜과 케인즈주의의 세계화에 기반한 세계적 개혁이라는 루즈벨트의 이상주의는
냉전의 시작과 동시에 소련의 영향력 억제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한 트루먼
의 현실주의로 대체되었다. 뉴딜적 케인즈주의 기획 역시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법
인자본의 우위에 기초한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로 수정되었다. 세계를 미국의
이상에 기반해서 재편하려는 기획은 서유럽과 일본(동아시아)을 자유세계의 요새이
자 발전의 쇼케이스로 만든다는 현실적 목표로 대체되었다.12)
압도적인 물리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후의 ‘체계적 카오스’ 상황에서
스스로 팽창하고 세계체계를 재조직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깨뜨린 것이 바로 냉전이었다. 냉전과 재무장은 달러 유동성
12) 이러한 변화는 정부조직의 변화를 수반했다.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이
제정되고, 육군을 관할하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와 해군을 관할하는 해군부(Department
of Navy)가 통합되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창설되었다. 또 백악관에는 국가안보
회의(NSC)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중앙정보국(CIA)이 설립되었다. 냉전기 미국 대외전략을
규정한 미국 대외전략의 이러한 변화는 NSC-68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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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를 안정화하고 미국 법인자본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정부는 법인기업의
세계적 확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
업에게 정치적·군사적 보호뿐만 아니라 세금혜택과 보험을 제공했고, 전후 서유럽
의 재건과정에서 서유럽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일차적 영역으로 만드는데 결정
적으로 기여했다(Arrighi, Barr, and Hisaeda, 1999).
냉전의 과정에서 루즈벨트의 ‘단일세계주의’를 대체한 트루먼의 ‘자유세계주
의’(free-worldism)는 공적·사적 경로를 통한 대대적인 달러 유동성 공급과 다자적·
양자적 군사 동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일차적 도구로서 기축통
화와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제도화했다(Arrighi, 2003; Arrighi, Hui, Ray,
and Reifer, 1999; Silver and Slater, 1999). ‘트루먼 독트린’으로 알려진 1947년 3월의
의회연설은 루즈벨트의 이상주의가 트루먼의 현실주의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했다.
나아가 그것은 2차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세계적 책임’이라는 통념
을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는 것으로 재정의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가 제시한
‘4대 자유’ 중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만 언급했으며,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로 대체되었다(Fousek, 2000: 103; Ikenberry, 2000: 109).
트루먼 행정부는 마셜플랜을 통해서 서유럽으로 막대한 양의 달러를 유출시켰
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재무장은 1950-60년대 세계무역과 생산의 팽창의
시작에 기여했다.13) 1950년 미국의 직접적인 군비지출은 5억 7,600만 달러였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3년에는 26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전쟁은 유라시아 대
륙의 양안인 유럽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미국의 방위공약을 더 넓은 범위로 확
대하는 계기가 되었고(Dougherty and Pfaltzgraff, 1986: 145)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금융억압을 세계화하는 계기라면, 마셜플랜과 해외에서의 군
비지출은 적자재정의 원리가 세계화되는 계기였다. 또 직접적인 군비지출 이외에
각종 원조 프로그램 역시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세계(특히 서유럽과 일본)로 순환시

13) 마셜플랜과 재무장이 그 자체로 세계경제의 복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계경제의 팽창
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Block, 1977). 또 재무
장 과정에서 군비지출이 대폭 증가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를 특징짓는 군사
케인즈주의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미국 헤게모니 형성의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Le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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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수단이었다. 외국에 대한 원조와 해외에서의 군비지출은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경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세
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의미한다(Gill and Law, 1993; Hogan, 1987:
130-133; Block, 1977: 86-92; 107-108; 140-144; Walter, 1999: 157; Helleiner, 1994).
마셜플랜, 해외에서의 군비지출, 그리고 각종 원조 정책을 통해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법인기업은 서유럽을 초국적 기업의 투자대상이자 시
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전지구적 무역망과 식민지에 기초해서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영국 헤게모니와 달리 미국은 초국적 법인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 거래비용을 내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미국은 식민지의
획득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계시장을 법인기업 내부로 통합함
으로써 세계를 미국 축적체제에 종속시킬 수 있는 국가간 체계를 형성했다.
한편, 냉전의 또 다른 축이었던 일본에 대해서는 초국적 자본의 직접투자를 억
제시키는 이른바 ‘역개방’(reverse open door) 정책을 통해서 일본 경제의 성장을 도
모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자본의 미국 수출을 촉진했고, 미국 법인기업의 일본 진
출을 억제했다. 이로 인해 일본시장에 접근하려는 미국의 법인기업들은 일본의 기
업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이전해야만 했다(Woo-Cumings, 1993: 16; 1991: 92-97). 또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미국 및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했고, 더
엄격한 자본통제도 허용했다(Aggarwal, 2010; Helleiner, 1994).
서유럽과 일본 경제의 부흥은 사실상 소련을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Hogan,
1999: 82-87; Leffler, 1992: 192-198). 미국의 법인기업은 군사 케인즈주의 하에서 정
부, 자본, 노동의 ‘생산성 동맹’을 서유럽으로 수출했고, 이는 서유럽이 미국 법인
자본의 시장이자 투자처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Glyn et al,, 1990;
McCormick, 1989; Hogan, 1991; Beeson and Higgott, 2005). 나아가 마셜플랜은 미국
정부와 자본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기도 했다. 뉴딜적 질서 하에서 미국의 조직 노동자들은 생산성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유럽 경제의 부흥과 미국 초국적 기업의 유럽 진출은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았다(Hogan, 1985).
이처럼 냉전은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실질적
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은 미국의 팽창
적 세계전략과 미군의 해외배치를 정당화하고, 동맹국들을 반공주의의 틀로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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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미국 헤게모니의 지정학적 토대를 제공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의 헤게모니는 소련과 군사적으로 세력균형(‘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자유진영’의 상대적 평화체제를 구축했다. 개별 국가의 능력이나 소수 국가의 동
맹에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질서는 미국 주도 하의 ‘집단안보’와 양자동맹 네트워크
로 대체되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군사동맹이 상설화되었다.14)
또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서독과 일본은 감시와 개혁의 대상에서 유럽과 아시아
의 지역 공장이자 반공 기지로 재건될 수 있었다. 미국은 서유럽에서 좌익 정치세
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지역 국가들과 소련의 경제적 관계 강화되는 것을 우려했
고, 이 때문에 서독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NATO 가입도 승인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구 식민지 지역이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 ‘대동아 공영권’을 재
건할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 때문에 일본의 재건보다는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혁명, 한국전쟁으로 개혁이 중단되었고, 구 식민지 지역을 일
본의 배후지(hinterland)로 통합해서 일본의 재건을 도모하는 전략이 추진되기 시작
했다(Dougherty and Pfaltzgraff, 1986; Reifer and Thudler, 1996; Ambrose, 1996).15)
전후 서유럽으로 진출한 미국의 법인자본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자회
사를 설립한 후, 현지생산을 통해 시장을 장악했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생산된 상
품을 무역장벽이 낮은 다른 국가, 주로 미국으로 다시 수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법인자본은 국민경제의 경계를 초월한 수직적 통합을 더 확대함으로써 세계
적 분업을 기업내 분업으로 재조직했다. 미국의 기업이 미국정부에 의해 창출된
세계적 팽창의 기회를 이용하면서 세계자본주의는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작
동하게 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약 20년 간 다사업부제에 기반해서 세계적으
로 팽창한 미국의 초국적 법인기업은 전세계의 기업이 모방하고자 한 모델이 되었
다(Arrighi, Barr, and Hisaeda, 1999)

14) NATO는 서유럽의 핵심국가들을 포괄해서 책임 있고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
동으로 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소위 ‘허브 앤
스포크’로 지칭되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이 안보의 기본 구조를 형성했다.
15) 서독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재건을 기본 축으로 제3세계에서도 해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식민화를 추진하되, 그것이 급진화하지 않도록 순치
시키고 미국의 발전주의 기획 하에 종속시키려는 전략이 본격화되었다. 소련과의 ‘공포의
균형’에 의한 장기간의 평화체제는 미국의 법인자본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Arrighi and Silver, 1999; Taylo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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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화와 반공·발전주의
냉전에 의해서 과잉결정된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 시기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은 현대화론에 입각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였다. 강력한 반공주의적 개입과
공산권 봉쇄로 나타난 냉전전략, 그리고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가 미국 헤게모니
의 ‘지배’의 측면이었다면, 중심부에서 노동자계급의 포섭, 반주변부와 주변부에서
민족국가 단위의 발전, 그리고 고도 소비사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청사진이 미
국 헤게모니의 ‘동의’의 측면이었다.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민족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를 상징하는 UN은 주변부 인
민들도 정치적 독립과 진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미국 헤게모니의 약속을 상징했
다. 또 UN을 통한 이러한 개혁의 전망은 제3세계에서 급진주의를 제어하는 수단
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국일표의 원칙이 적용된 총회의 ‘혁명적’ 성격과 달리 안보
리로 대표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었다. 또 탈식민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제한적이었고, 냉전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생 민족국가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 국가들에서 발전을 통해 자신의 자
율성을 확대하려는 민족주의적 열망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냉전은 미국의 안보와
신생 국가의 발전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다(Reifer and Thudler,
1996). 반공주의는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로 선전되었고, 또
현대화와 발전의 이상은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억압적인 형태를 취한
반공주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런 의미에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는 하나로 결합
된, 상호보완적인 미국 대외전략의 두 측면이었다(Silver and Slater, 1999; Borrego,
1995: 17; Taylor, 1996: 80-81; Hunt, 2007: 309-314; Latham, 1997).16)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발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8년이다.17) 1945년 루
16) 반공주의는 헤게모니적 예외주의로서 자유주의의 특수한 발현이었다. 역사적으로 모든 헤
게모니는 ‘자유’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세웠으며, ‘로크적 국가’를 대표하면서
‘홉즈적 국가’로서 도전자를 비판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제국을 비롯한 절대주의 왕정을
비판하고, 영국이 동양의 전제군주를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한 것처럼 미국은 소련을
병리적 현대성의 일종으로서 ‘전체주의’로 규정했다(Taylor, 1996; Fousek, 2000: 188-189;
Pijl, 2006).
17) ‘가장 현대적인 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인의 자기인식, 그리고 사회문제의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해결을 통한 발전이라는 관념은 1920-30년대에 이미 등장했다. 성공적인 현대화와
발전으로서 뉴딜의 경험은 이러한 관념을 현실적으로 정당화했다(Ekbladh, 2010: 12-1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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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벨트의 대통령직을 계승하고, 1948년 재선에 성공한 트루먼은 취임사에서 후일
이른바 ‘제4항’(Point Four)으로 알려지게 되는 ‘저발전’ 국가의 원조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기반해서 트루먼 행정부는 제3세계 원조를 위한 ‘제4항 프로그
램’(Point Four Program)을 제안했다. 이는 반공주의-발전주의의 결합이 공식적으로
본격화된 최초의 정책이며, 1951년에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으로 계
승되었다(Rist, 2014; McMichael, 2012).
나아가 트루먼은 저발전 지역이 ‘자유세계’의 일원이 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받아 머지않아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반공주의를 정당화
하는 근거로 발전주의를 제시했다(Rist, 2014: 70-73; Ekbladh, 2010: 2-9; 77). 저발전
국가들이 발전의 결과 성취하게 될 ‘미래’는 미국의 ‘현재’였으며, 뉴딜이 이룩한
생산과 소비의 확대라는 선순환의 국내적 경험이 이러한 전망에 현실성을 부여했
다(Escobar, 1995; Arrighi and Silver, 1999: 151-153; Ekbladh, 2010: 111).
1950-60년대의 탈식민화 물결 속에서 민족국가의 수가 급증했고, 그에 따라 신생
국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전주의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 커졌다. 특히
미국은 1955년 ‘반둥 회의’ 이후 국가간 체계의 완전한 탈식민화와 평등을 요구한
‘비동맹운동’의 출현을 중요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제3세계에서의 급진주의를 제어
하기 위해서 미국은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의 결합을 강화해 냉전의 최전선의 지정
학적 ‘쇼케이스들’에서 반공과 현대화, 경제성장을 대외전략의 유기적 일부로서 강
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Reifer and Sadler, 1996; Gilman, 2003; Latham, 2000). 또
탈식민화 물결 속에서 소련과 미국은 신생 독립국의 충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 경쟁하기도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발전주의는 냉전 경쟁의 핵심이기도 했다.
발전주의는 1960년대 초반에 절정에 도달했다. 미국의 제3세계 발전전략은 현실
적인 체제 경쟁뿐만 아니라, 미국적 이상의 실현이라는 미국인의 자기 인식 (혹은
오인) 이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중요성을 가졌다(Ambrose, 1996: 216; Ekbladh,
2010: 2). 1961년 케네디가 ‘발전의 10년’ 계획을 제안하자 의회는 대외원조의 규모
를 확대하고 그 활동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을

개정했다.

그에

따라

연방정부

산하에

국제개발기구(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가 창설되어 다양한 대외원조 활동을 추진했고,
1960-63년 사이에 저발전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는 30% 이상 증가했다
Hunt, 2007: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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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fele, 2003: 81).18) UN은 케네디의 제안을 수용해서 1960년대를 ‘발전의 10년’으
로 선언했고, 이는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도 발전 프로그램들에도 반영되
었다(Rist, 2014: 145).19)
케네디 행정부가 발전주의 전략을 강화하면서 소련과의 군비경쟁은 제3세계의
발전을 둘러싼 경쟁으로 전환되었다.20) 반공전략의 일환이었던 미국의 제3세계 발
전전략의 이면에는 친미·반공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억압적인 개입이 있었고, 발전
에 대한 지원은 이른바 ‘자유진영’의 친미 정권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강했다(Reifer
and Sadler, 1996). 제3세계주의가 확산되고 냉전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제3세계의
친미정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켰고, 동시에 제3세계 곳곳의 우익 게
릴라 활동을 지원했다(Dougherty and Pfaltzgraff, 1986: 247).
사회과학 전반을 지배한 패러다임이었던 ‘현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은 반공
주의와 발전주의의 결합, 제3세계에 대한 개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Latham, 2011: 30-37; Gilman, 2003a:
2).21) 현대화론의 발전모델은 모든 국가들이 단선적인 경로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18) ‘평화를 위한 식량계획’(Food for Peace)은 연간 15억 달러의 식량을 대외원조로 지원했고,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1963년까지 40여 개국 이상에 단원을 파견해 현대화 사업을 지
원했다.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
을 위한 투자자금을 지원했다(Dougherty and Pfaltzgraff, 1986: 213-225; Haefele, 2003: 81).
19) UN은 1958년에 경제개발특별기금(SUNFED)을 설립해 원조자금을 제공했으며, 1965년 기
술원조확대계획과 경제개발특별기금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
gramme: UNDP)로 통합되어 발전 프로그램은 더 확대되었다(McMichael, 2012: 123, Rist,
2014: 143-144). 또 세계은행은 저발전 국가에게 대규모 원조와 차관을 제공했으며, 세계식
량기구(FAO)는 저발전 국가의 식량문제를, 세계보건기구(WHO)는 저발전 국가의 공중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발전을 주
도할 인적자원을 육성을 지원했다. 미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은 냉전의 지정학을 따라 불균등
하게 분포되었고, 냉전의 핵심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집중되었다(McMichael, 2012: 124-125;
Ekbladh, 2010: 86-90; Manzo, 1999: 99; Rist, 2014: 139-145).
20) 케네디 행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재래전력을 중심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징집대상도
확대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대외 경제원조액을 증액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군비경쟁 그 자체보다는 발전을 둘러싼 경쟁이 체제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더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Ambrose, 1996: 222; McMichael, 2012: 125). 미소 양국
모두 각자의 세력권 내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주의적 기획을 활용했는데, 미국의
경우 세력권이 전세계에 걸쳐 있던 반면, 소련의 경우 대체로 동유럽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Reifer and Sadler, 1996).
21) 반공·발전주의를 정당화한 현대화론은 알먼드(G. Almond)의 정치발전론과 로스토우(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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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 기반했으며, 미국은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사회
변화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이에 미달하는 국가들이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
가는 ‘선의의 독재자’이자 ‘호민관’으로서 경제성장과 이에 필요한 사회제도의 변
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전제되었으며, 전현대적인 사회는 현대화의 과정에서 정치
적·사회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통치가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귀결되었다(Lathan, 2000, 2011: 50-51; Gilman, 2003a; 37, 63-67; Haefele,
2003: 83-91; Rist, 2014: 72-73).22)
특히 존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스토우는 이륙준비단계에서 외부의
정치적·군사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헌팅턴 역시 현대화의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불안을 경고했다. 냉전이라는 조건 속에서 미국의 발전주
의 전략이 구체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3세계에 대한 정책권고는 국가주의적 접
근, 나아가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Gilman, 2003a). 이러한 인식 속에서
현대화와 사회안정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층으로서 군부
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Gilman, 2003a: 173, 185).23)
그러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에서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나타났

Rostow)의 경제발전론으로 대표된다. 알먼드는 파슨스(T. Parsons)의 구조기능주의와 이스턴
(D. Easton)의 정치체계론을 결합하고, 쉴즈의 전통사회-현대사회 구별을 구체화해서 국가들
의 정치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고, 발전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미국적 시
민문화로의 수렴을 제시했다. 로스토우는 전통사회·이륙준비단계·이륙단계·성숙단계·고도대
중소비단계에 이르는 성장의 5단계를 보편적인 역사발전 과정으로 일반화하고, 미국을 고도
대중소비 사회의 사례로 제시했다.
22) 현대화론의 이러한 접근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와 전체주의 체제(totalitarian
regime)의 구별을 통해서 정당화되었다. 현대화론에 따르면 공산주의적 현대화는 전현대적
낙후성과 식민지적 억압을 새로운 전체주의적 억압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했으며, 소련이 이
러한 병리적 현대화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다(Gilman, 2003a: 195-196; Latham, 2003). 반
면 제3세계의 친미·반공 국가들은 전체주의가 아닌 권위주의로 규정되었다(Fousek, 2000:
130). 권위주의는 전체주의와 달리 체계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장악한 특정 엘리트
집단의 우연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권위주의 정부는 사회체계 전반에서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민주적 정부로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Taylor,
1996).
23) 1959년 랜드(RAND)연구소는 이미 군부를 전통 지향적 세계에서 현대적인 세속적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묘사했다(Gilman, 2003a: 186-187). 이러한 인식은 제3
세계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암묵적 승인과 지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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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체계의 위계적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세계경제가 유례 없
는 속도로 성장했고, 제3세계에서 현대화와 경제성장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출현했
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후 1인당 GNP로 표현된 중심부 국가와 저발전 국가
사이의 부의 격차는 축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Wallerstein,
1999a, 1991a: 143; Arrighi, 1991: 48; Ikeda, 1996; Taylor, 1996; Silver and Arrighi,
2000; Arrighi and Drangel, 1986).
1960년대 후반 제3세계 국가들은 현대화론이 제시한 현대화의 경로에 의문을 제
기하고, 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대화론과
발전의 전망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 저발전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반영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의 경제력 쇠퇴와 저렴한 달러 유동성의 공급은 제3세계로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켰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변부 국가들은 독자적인 발전전략
을 추구하면서 성공적으로 신흥공업국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70년대 중반 반주변부·주변부에서 독자적인 발전의 신화가 최고조에 도달했다
(Rist, 2014: 142, 209; McMichael, 2012: 208-210).24)
현대화론에 기반한 발전주의의 쇠퇴는 미국의 우위에 대한 미국 내부의 회의도
반영하고 있었다.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실패, 1970년대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
업과 사회문제의 확대 등이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침식했고, 현대화론에 대한 회
의를 확산시켰다(Gilman, 2003). 특히 경제성장의 둔화는 안정된 현대성의 모형으로
서 미국이라는 관념을 파괴한 결정적 요소였다. 이로 인해 ‘자유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 또한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반공·발전주의에 기반한
미국 대외전략의 변화로 귀결되었다.

24)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은 반둥의 영향 하에서 1962년 결성된 G77이었다. G77은 UN의
내부에서 조직된 개발도상국 모임이었으며, 제3세계 국가들의 대선진국 협상력 강화를 목적
으로 했다. 제3세계주의의 영향 하에서 UN은 1970년 두 번째 발전의 10년을 선언하고 제3
세계의 발전, 세계의 통합적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 1974년 UN총회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질서를 비판하는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을 위한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
다.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국제정치경제질서가 해체되면
서 제3세계의 독자적인 발전전망은 1970년대 중·후반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1980년대 이후
헤게모니 쇠티를 반전시키려는 미국의 세계전략 하에서 제3세계의 발전전망은 소실되었다
(Rist, 2014: 142; McMichael, 2012: 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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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세계전략의 전환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가 가시화된 1970년대 미국의 대외전략은 과도기적인 성격
을 띠고 있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닉슨 독트린’으로 불리는 전략을 통해서 대외
전략을 축소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는 ‘신경제정책’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초
국적 은행 중심의 금융세계화나 ‘선의의 무관심’ 혹은 ‘악의의 무관심’(malign
neglect)은 1970년대 후반의 달러위기로 인해서 지속될 수 없었지만, 금융세계화가
본격화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갖는 일방주의적이고 자국본위적인 성격을 예비
하고 있었다.

(1) 닉슨독트린: 지정학적 긴장의 완화와 세계전략의 축소
1960년대 후반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베트남전에서의 군비지출 증가로 인한 국제수지 및 재정수지
의 악화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1970년대에 지속된 스태그플레이션으
로 인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는 위기에 빠졌다. 미국 경제력의 쇠퇴는
미국의 능력에 의존했던 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해체로 나타났다. 달러 가치의
안정성에 기반한 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가 붕괴되었고,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도 역전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적 쇠퇴와 베트남에서의 패퇴, 발전주의 전략의 실패
와 ‘자유세계’ 내부의 결집력 이완으로 미국은 전후 25년간 유지했던 압도적 우위
와 주도권을 상실했다(McCormick, 1989: 182; Ambrose, 1996: 285-286). 미국의 경제
적 쇠퇴와 군사적 실패로 인해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이 확대되었고,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정당성의 위기를 야기했다. 미국은 자신의 능력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통해서 대외전략의 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개입과 지정학적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
적인 지원과 개입은 ‘자립’에 대한 강조로 대체되었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한 서유럽과 일
본은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제약 속에서 여전히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종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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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동맹관계의 이완 속에서 과거와 다
른 독립적인 행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과 일본의 중국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서독은 1960년대 말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동방정책을 추진해 1969년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고, 1970년에는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했다(McCormick, 1989: 173-174).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무역과 직접투자 등 경제적 관계는 이미 상당
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이 발
표되었다(Goldstein, 2013).
닉슨 독트린은 헤게모니의 약화, 제3세계의 도전, 그리고 ‘자유진영’ 내부의 균
열과 동맹국들의 자율성 강화라는 현실에 직면한 미국의 현실적 대응이었다. 미국
은 데탕트 외교를 통해서 공산권에 대한 봉쇄 완화, 대외개입 축소로 세계전략을
전환했고, 저발전 국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원조 역시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를 특징지었던 세계전략의 핵심 기조로서 반
공·발전주의의 시대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했다.
미국은 서유럽과 일본이 안보적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소련과 중
국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냉전전략에 입각한 봉쇄는 미국·중국·소련의 전략적
삼각관계로 대체되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압도적 능력에 기초한 체계는 ‘삼
자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가 상징하듯이 미국·서유럽·일본의 정책조정으로 대
체되었다.25) 그 결과 미국의 동맹 내부에서도 원심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데탕트 외교는 우선 동유럽에서의 긴장 완화,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71년의 베를린합의(Berlin Accord)를 통해 동독을 인
정했고, 1974년에는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또 1972년의 헬싱키합의(Helsinkin
Accord)를 통해서 동유럽의 현상유지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미국이 동
유럽에서 소련의 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중·소 분쟁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봉쇄를 철회하고 1972년에는

25) 삼자위원회는 뉴딜적 자유주의의 해체에 직면한 서구 자본주의의 지배블럭이 자본주의 진
영의 원심력을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초국적 엘리트들의 네트워크이다. 1980년대 이후 삼
자위원회는 2차 냉전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지지했고,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
한 정책조정을 주도했다. 세계경제포럼으로 계승된 삼자위원회는 빌더버그 회의의 전통 위
에서 서구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했지만, 조직노동을 배제하는 등 그 사회적 토대는
협소해졌다(Pijl, 1984, 1998; Gill and Law,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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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인정했다. 또 같은 해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고, 오키나와에서 핵무기
를 철수시켰다.
닉슨 행정부는 군비를 축소하고 전략무기제한회담(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과 지대공미사일제한협정(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T)을 통해서
소련과의 전략 무기 경쟁도 완화했다. 그에 따라 1969-75년에 비국방예산이 연간
47억 달러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은 연간 60억 달러씩 삭감되었으며, 군사
개입이 축소되면서 병력도 감축되었다(Daugherty and Pfaltzgraff, 1986: 359-360).
또 미국은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계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을 ‘지역경찰’들에게 분담시켰다. 여기에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
엘 같은 전통적인 ‘하위제국주의’(sub imperialism)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산유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금융투기, 나아가 무기거래를 통해 ‘석유달러’를 환류시킴으로써 위기에
빠진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를 회복하려는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다(Reifer
and Sadler, 1996: 45).26)
또 닉슨 행정부는 이전의 행정부들이 원조와 발전주의 정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했다고 비판했고, 이제 다른 사회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개조하는 것은
미국의 임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었다. 군사적·경제적 원조보다는 자립이 강조되
었고, 닉슨 행정부의 뒤를 이은 포드 행정부와 카터 행정부 역시 정부 차원의 원
조보다는 사적 부문을 강조했다(Daugherty and

Pfaltzgraff, 1986: 392). 이에 따라

제3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크게 축소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 산업국
가들 간의 경쟁 격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 유동성의 저렴한 공급 등으
로 인해서 개선된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제기구에서 제
3세계의 발언권은 커졌고, 세계적인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확대
되었다(Reifer and Sadler, 1996: 49; Rist, 2014: 142; McMichael, 2012: 208-210).
미국의 대외전략 축소로 형성된 권력의 공백 속에서 반주변부 및 주변부에서 식

26) 지역 거점 국가의 군사력이 중요해지면서 1970년대 이후 반주변부 중위국가들의 군사적
무장이 급격히 진전되었다. 1970년대 무상재 수준으로 공급된 국제적 달러 유동성도 여기
에 기여했다.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막대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미국의 하위 파트너
였던 일부 산유국들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또 무기구매뿐만 아니라 건설계약
발주, 미국 재무부증권 구입 등의 형태로 석유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어 달러가치를
지탱해 미국 헤게모니 유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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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잔재 청산과 민족해방의 완수, 친미 정권 제거 등의 시도가 연속적으로 출
현했고, 주변부 국가 상호 간의 국지적 분쟁도 증가했다. 또 소련 및 그 동맹국들
과 결탁한 세력들이 발흥했고, 중심부의 강대국들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소련이
제3세계 혁명운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소련의 위상은 오히려 상승했
고, 1970년대 말 미소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McCormick, 1989: 225).

(2) 국제적 조정기제의 붕괴와 미국의 일방주의
한편, 미국은 대외경제전략에서는 자국본위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헤게모니의 쇠
퇴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1971년 발표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은 달러의 금태환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를
조정하기 위한 10%의 수입과징금도 도입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기조를 토대로 미
국은 주요 흑자국들에게 통화 평가절상과 ‘불공정’ 무역관행의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대표적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유럽공동체의 공동농
업정책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군비 분담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Odell, 1982: 277).
서유럽과 일본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평가절상 폭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국제통화질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미국에게 달러의 금태환 재개를 요구했다. 주요 국
가들의 협의 결과 스미소니언 합의(Smithsonian Agreement)가 도출되었다.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를 금 1온스당 38달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고, 엔화와 마르크화
의 가치는 달러화 대비 각각 16.9%, 13.6% 평가절상되었다. 애초 달러화의 가치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통화들의 평가절상을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달러화
의 금가치를 평가절하하자는 제안에는 부분적으로 양보했지만, 금태환에 관해서는
비타협적 태도를 유지해 달러와 금태환과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Odell, 1982: 280-287; Block, 1977: 197-198; Helleiner, 1994).
금과 달러의 연계를 단절한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외환보유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에서도 자율성
을 향유했다.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조정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 후반에 대미 흑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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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실패할 경우 금태환을 중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였다(Gavin, 1994:
187-191; Rochon, 2006: 17-18). 그러나 금과 연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경우 기축통화 발행국의 발권이익은 극대화되고, 국제
통화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Walter, 1991: 72-76,
175-179; Gill and Law, 1988: 170-172; Chenais et al., 2002: 107; Helleiner, 1994;
Hennning, 1994: 262-263).
국제수지 균형이나 달러 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내경제의 조정을 거부한 1970
년대의 ‘선의의 무관심’ 전략은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적자가 야기하는 문제들, 즉 달러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비용을 다른 국가들과 분담하거나, 다른 국가들에게 전
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금과 연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화폐
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경우 기축통화 발행국이 자국 경제 위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국제통화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Walter, 1991: 76).
군비 분담이나 주요 흑자국들의 무역수지 조정 같은 미국의 요구들은 스미소니
언 협상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양자회담의 형식으로 별도로
처리되었다.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무역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스미소니
언 합의에서 결정된 달러가치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고, 일본의 섬
유업과 유럽‧일본의 철강업의 자발적 대미 수출제한을 얻어냈다(Odell, 1982: 287).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통화·금융 권력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 선의의 무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 본위적 성향을 더욱 강화한 정책이다.27) 미국은
서유럽과 일본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게 무역 불균형 조정 비용을 전가시
키기 위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와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다른 국가들의 무역 양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달러 발권이익을 활용해서 선의의 무시 전략을 지속했다. 미국도 달러가치의 변동
과 국제통화질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순수 달러본

27) 구트먼(Guttmann, 1994)은 이러한 변화를 선의의 무관심 전략에서 ‘악의의 무관심’(malign
neglect) 전략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전략기조는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유지되
었다. 카터 행정부는 서독과 일본에게 미국 상품 수입 증가와 마르크·엔의 평가절상을 요구
했고, 서독과 일본은 자국의 수출의존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러화 표시 자산을 구매
해 달러 가치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달러위기로 ‘악의의 무관
심’ 정책은 중단되고, 미국은 볼커전환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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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 하에서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갖는 막대한 이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
리한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불안정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
을 추구할 수 있었다(Guttmann, 1994; Block, 1977: 197; Seabrooke, 2011: 75).
닉슨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의 악화를 유발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스미소니언 체제 출범 6개월 후인 1972년 6월 파운드화가 투기를 견디
지 못하고 기준율 제도를 이탈하여 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신
뢰 추락으로 인해 달러 투매 현상이 지속되어 독일 중앙은행의 경우 자국 환율을
지키기 위하여 단 7일 간 약 60억 달러를 매입해야 했다. 미국은 달러를 추가로
10% 평가절하하고 일본의 환율 변동폭을 더 높이는 조치를 취했으나 국제통화 불
안은 계속되었고 각국은 고정환율제와 기준율제도에서 이탈했다. 미국 역시 1973
년 3월 고정환율제를 포기했고, 1974년 자본통제를 철폐했으며, 1975년에는 공식적
으로 변동환율제를 지지함에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와 스미소니언 합의는 최종적으
로 붕괴했다(Block, 1977: 198; Odell, 1982: 292-293).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 이후 국제통화체제의 구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유럽공동체
(EC)는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도가 국제통화체제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닌 금, 그리고 금과 연동된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이
국제 유동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통화가치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달러를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의 통화가치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기축통화가 금과 특별인출권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달러가 여러 가지 통화들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미국은 달러 발권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이익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미소니언 체제 붕괴 이후 체결된 1976년 자
메이카 협정에서 미국은 금의 국제통화 지위 박탈, 골드트랑셰(gold tranche) 폐지
등 금의 비화폐화(demonetizing)를 추진했다. 또한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의 확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Odell, 1982: 278-279; Guttmann, 1994: 146).
나아가 미국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통화·금융의 우위를 활용해서 불균형
의 조정을 연기하고, 조정의 부담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더 유연하
고 개방적인 국제통화금융체제를 구상했다. 이러한 구상에는 우선 자본이동의 자
유화,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수입을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나아가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금태환의 의무가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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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다른 모든
국가들의 문제로 만들어 미국의 적자 유지비용이나 불균형의 조정부담을 다른 국
가에 전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미국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규모, 유동성
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미국 금융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였고, 달러화 표시자산은
안정적인 자산이었다. 따라서 국제통화 달러의 지위는 개방적 금융체제에서 유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었다.
1970년대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석유달러 환류였다.
1974-76년 3년간 석유수출국 기구 전체의 순 잉여자본은 1,400억 달러를 초과했다.
미국은 IMF 같은 국제기구에 막대한 잉여자본의 안정적 관리와 세계적 환류
(recycle) 책임을 맡기자는 유럽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국 초국적 은행의 우위를 이
용해서 석유달러에 대한 접근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이는 유동자본에 대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서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유입
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미국은 선의의 무관심, 혹은 악의의 무관심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기타 석유 수출
국들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증권 구매를 지속하고 석유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도록
로비활동을 했다. 미국은 대규모 석유달러를 통해 부채증권 거래를 활성화시킴으
로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석유달러 환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었다(Seabrooke, 2001: 86-87;
Kapstein, 1994: 63; Spiro, 1987).
이처럼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달러의 특권을 강화하고, 금융을 자유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경제정책에서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
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우위는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라는 재무장관 코널리(J. Connaly)의 언급에서 극명
하게 드러났다. 케인즈주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은 더
이상 자본통제와 금융억압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Helleiner, 1994).28)
1차 석유파동 2년 전에 닉슨 행정부는 이미 석유수출국기구(OPEC)에게 대폭적
인 유가인상을 요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972년 OPEC는 미국의 제안을

28) 통상적으로 금융자유화는 국가 자율성과 상충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미국
의 경우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되면서 금태환 및 환율방어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거시경제
적 자율성과 국제수지 균형의 유연성은 더 커졌다(Kirshner, 2003: 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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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해서 유가를 인상할 경우 미국 민간은행들을 통해서 석유달러를 환류시킨다는
합의를 도출했다(Gowan, 1999). 미국의 주류 정책결정집단은 금융개방과 금융자유
화가 달러 발권이익을 가진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책적으
로 은행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이러한 전략전환은 헤게모니의 쇠퇴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었
고, 1970년대 후반까지 헤게모니의 쇠퇴 국면이 지속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해
결되지 않았고, 선의의 무관심 전략은 결국 달러위기로 귀결되어, 달러 발권이익에
의존한 대외적자의 누적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에 이미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세계화라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미국은 1979년
의 볼커전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통화·금융에서의 우위에 기반한 대외전략을 통
해서 세계체계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초국적 은행을 중심으
로 점차 확대되던 금융세계화는 볼커전환을 거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증
권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금융세계화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도 더
욱 강화되었다.

4. 약탈적 헤게모니: 금융세계화와 무장한 세계화
1979년 달러 위기 이후 미국은 볼커 전환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책 변화 속에
서 잉여자본을 집중시키고, 통화·금융권력에 기초해서 헤게모니를 재건하려고 시도
했다. 미국은 거대국제금융과의 동맹을 통해서 전세계의 잉여자본을 미국 금융시
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통화·금융권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이른바
“달러-월스트리트체제”로 불리는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해서 유동자본을 향한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고, 금융세계화를 통해서 달러의 역할을 유지·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채위기나 외환위기에 대한 개입, 미국의 국
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조정 등의 형태로 달러의 지배력 통한 조정과
개입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재생산했다. 미국 헤게모니를 강화시
킨 1980년대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주도 하에 철저히 자국중심주의적 원칙에 입각
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미국은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으
로 세계의 유동자본을 집중시키면서 금융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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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자본의 집중과 냉전에서의 승리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에 관
한 우려는 1979년 달러위기가 발생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서 거대국제금융과의 동맹을 통해서 미국으로 잉여자본을 집중시키고, 헤게모니를
재건하려고 시도했다. 이른바 ‘볼커전환’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전환은 미국이
전략이 통화·금융 권력을 이용한 금융세계화를 통해 헤게모니의 쇠퇴를 반전시키
려는 전략으로 이행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미국은 세계금융에서 자신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구조적
권력을 이용해서 금융개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전세계의 잉여자본을
미국 금융시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통화·금융권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다
(Helleiner, 1994; Arrighi, Hui, Ray, and Reifer, 1999).
미국의 통화·금융권력 강화는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으로 집중된 유동자본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했
고, 닉슨, 포드, 카터로 이어지는 대외전략의 축소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위상을 회
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1983년 소련을 ‘악(惡)의 제국’(evil
empire)으로 규정한 레이건 행정부는 ‘2차 냉전’을 개시해 군비를 대폭적으로 증강
하고 군사기술 혁신을 도모해 ‘공포의 균형’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29)
1970년대에 연 3-5% 수준으로 증가하던 국방예산은 1980년대에 연간 10% 내외
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략무기감축회담(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START) 중에도 군비를 증강시켰고,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했다. 1983년 3
월에는 ‘스타워즈’(Star Wars)라 불린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ce Initiative: SDI)
을 제안했고,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반면 소련은 파산 상태로 내몰렸
고 세계 군사력은 미국으로 더 집중되었다. 또 미국은 미국 금융시장으로 집중된
자본에 힘입어 하위제국주의 국가들에 의존하던 1970년대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
29) 1980년대의 2차 냉전과 제3세계에 대한 공세적 개입은 미국 경제력의 강화를 반영하는 변
화였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도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악’(=공산주의)을 응징
하고 세계를 구원한다는 메시아주의가 공공연히 언급되기도 했다. 레이건 행정부 시기의 미
국 대외전략은 선과 악의 이분법에 기초한 미국 전통의 세계관에 충실했으며, 케네디 행정
부 시절에 버금가는 자신감과 낙관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Daugherty and Pfaltzgraf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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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군비지출을 늘리고 전쟁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제3세계주
의의 도전을 분쇄했고, 제3세계에 반미·친소 정권에 대한 공세적 개입을 강화했다
(Daugherty and Pfaltzgraff, 1986: 506; 533-535).30)
1985-86년부터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미국의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었으며, 소련과 그 영향권인 동유럽의 내파
를 의미했다. 미국이 소련의 상호군축 제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소련은 아프가니스
탄과 동유럽에서의 철수를 포함한 일방적인 군축 조치를 취했다. 1968년에 선언된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철회와 냉전 종식을 위한 1989년 몰타 미소 정상회담은 1991
년의 소련 붕괴로 귀결되었다(Ambrose, 1996: 344).
이처럼 미국은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냉전에서의 승리와 헤게
모니의 회복을 통화·금융권력을 통해서 얻어냈다.31) 해외(주로 일본과 서독)로부터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중적자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군비를 대폭 증강시키고, 2차 냉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3-1. 1980년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단위: 10억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58

83

94

85

102

130

213

203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86

111

121

50

22

31

96

64

순자본유입

-28

-28

-27

35

80

99

117

139

경상수지

2

7

-9

-46

-107

-116

-141

-161

출처: FRB(Flow of Funds)
30) 미국의 이러한 전략전환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구상되고 있던 변화였다. 카터 행정부가 볼
커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전략의 전환도 카터 행정부 시
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Reifer and Sadler, 1996: 49). 이는 1980년대 초반의 신보수주의
적 경제정책이나 공세적인 대외개입, 냉전전략에 대한 설명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특성이나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특권화하는 설명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31) 소련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미국의 통화·금융권력 만으로 설명될 수 없
으며, 소련사회의 성격에 관한 별도의 연구들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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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금융세계화를 배경으로 미국이 대대적으로 군비경쟁을 개시하면서
소련이 붕괴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유의미한 도전세력도 사라졌다. 탈냉전으
로 인해서 1970년대에 상실된 미국의 우위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였다. 부시
(G. H. W. Bush) 행정부는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신세계질서’로 명명하고, 모
든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을 봉쇄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위는 걸프전을 통해서 재확인되었고,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 승전 선언과 함께
신세계질서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Hoff, 1994: 222-223).
클린튼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 직전에 발표된 1992년 국방계획지침은 소련을
대체할 강대국의 출현 봉쇄, 국방비의 대폭 증액,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입지 강화, 필요에 따라 군사력의 일방주의적 사용 가능성을 규정했다. 또 냉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동과 동아시아에서의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양대전쟁 전략이 군사전략의 토대로 제시되
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2).

(2) 금융세계화를 위한 정책조정과 워싱턴 컨센서스
① 금융세계화를 위한 정책조정과 공세적 자유무역
미국의 이중적자와 자본수입에 기초하는 금융세계화의 확대는 미국의 개입이나
주요국 사이의 정책적 조정을 통해서 유지·확대되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브

레튼우즈 제도들의 기능적 변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
재무부와의 연계 속에서 지역적인 경제적 불안이 중심부의 금융안정성이나 금융세
계화를 위협하지 않게 만드는 동시에 주요국 간의 정책조정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Duménil and Lévy, 2004c: 262; Arrighi, 1994: 331; Harvey, 2005: 73).
금융세계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조정에서 핵심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
를 유지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달러의 평가절하를 위한 1985년의 플라자합의(Plaza Accord)32)였다. 표면적으로
32) 플라자합의의 결과 엔화는 34.1%, 마르크화는 28.1% 평가절상 되었다. 이로 인해 서독과
일본의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으며, 특히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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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불균형의 조정을 목표로 내세웠던 플라자합의는 무역 불균형의 조정으로 국한
되지 않는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환율 조정의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
증권 매입과 전면적인 금융개방 등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국가에 전가하고, 금융세계화를 심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요구했다.
플라자합의 이전인 1984년에 이미 미국은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
들의 접근성 확대, 일본 자본시장 개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엔-달러 협정
(Yen-Dollar Agreement)을 요구했다. 엔화의 환율 문제의 해법으로 환율 조정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자본시장 자유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1984년 엔-달
러 협정 이후 일본은 금융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했고, 단기금융시장 개방, 역외시
장 설치, 주요 미국 증권회사들의 도쿄증권거래소 활동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
다. 일본의 미국 재무부증권 구매는 미국의 이중적자를 상쇄하는 자본유입을 위한
수단이었다. 엔-달러 협정의 결과 1983년 당시 약 177억 달러였던 일본의 장기자본
순유출이 1984년 496억 달러, 1987년 1,37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일본의 미국 재
무부증권 보유가 1984년 이후 급증했다(Frankel, 1990: 3, 7-8; Seabrooke, 2001: 126;
; Bryan, 1995: 110; Greider, 1987: 686-687; James, 1996: 421, 425-430).
달러 환율조정을 목표로 했던 다른 국제적 합의들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기축통화 발권국으로서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달러의 가치를 상승
또는 하락시킴으로써 달러의 지위를 유지했다. 달러가 금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
로는 금화처럼 기축통화로 유통되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 변화는 달러 가치의 변화
가 아니라 다른 통화들의 상대적 가치변화를 의미한다. 즉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한 금화처럼 달러의 환율은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의 환
율이 그 자체로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고 해서
달러 발권이익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달러의 평가절상은 미국으로의 달러유입
을 강화시키는 이점이 있고, 평가절하는 과거의 부채를 더 낮은 가치로 지불할 수
있게 해 미국의 대외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달러의 환율을 조정했으며, 달러의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든 그로부터 일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Duménil and Lévy, 2004c;

급속한 엔고로 인한 수출산업 침체 및 경제 불황을 우려해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금융자산 및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버블경제를 형성했는데, 1990년 그
버블이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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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wan, 1999; Helleiner, 1994; Guttmann, 1994; Helleiner and Kirshner, 2009).33)
플라자합의에 후속한 1987년의 루브르합의는 달러화의 과도한 가치하락을 막고
무역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G7 국가들은 플라
자합의가 규정한 환율을 방어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주요 흑자국들이
내수를 확대하고, 미국은 재정적자를 감축해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국제수지 불
균형을 해소하는 데 합의했다(Feldstein, 2007: 306–309).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
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했지만 미국은
재정지출을 감소시킨다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정이 갖는 함의는 1995년의 역플라자합의(Reverse Plaza Accord)에서도
잘 드러난다. 플라자합의를 역전시키는 역플라자합의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
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시행된 조치가 아니었다. 또 일본의 장기침체 그 자체를 해
결하기 위한 대책도 아니었다.34) 역플라자합의의 성격은 미국의 요구사항, 즉 일본
과 독일의 미국 재무부증권 매입과 일본의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에서 잘 나타난
다. 일본이 장기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 재무부증권을 구매하지 않으려 했고,
또 달러 자체도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 하방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것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역플라자합의였던 것이다.
환율을 조정하는 대신 일본과 독일은 미국 재무부증권을 추가 매입했고, 일본은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 요구도 수용했다.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과 독일이 미국 재무부증권 추가 매입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은 이중적자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비롯한 조정 조치들을 회피하고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통해 생산 이상의 소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역플라자합의는 일본
과 독일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조해준
33) 1980년대 초반의 강한 달러 하에서 발생한 외채위기·은행위기는 금융세계화에 장애가 되
었고, 세계경제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했기 때문에 순수 달러본위제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레이건 2기 행정부 이후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추진되면서 그에 부합하
는 환율조정의 메커니즘이 등장했다. 그러나 달러 가치의 과도한 하락은 달러의 지위를 위
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미국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달러의 환율을 조정했다.
34) 역플라자합의에서 비롯된 달러강세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개선하기보다는 해외자본을 미국
에 더욱 집중시킴으로써 미국의 금융시장을 더 팽창시켰다. 역플라자합의 후 증대된 유동성
은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당시 달러에 화폐가치를 페그시키고 있던 동아시아 주식시장
으로 다량 유입되었고, 이로부터 비롯된 자산가격 버블 문제는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위기
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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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환율조정을 통한 인위적인 수입품 가격하락에 힘입어 인플
레이션 위험 없이 통화완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는
신경제 붕괴이후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는 등
자국의 필요에 따라 달러의 가치를 조정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한편, 미국은 무역정책에서는 일방주의적이고 공세적인 자유화 전략을 강화했다.
볼커전환 이후의 강한 달러 정책은 통화·금융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화했지만 미국
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악화시켰다. 우선 미국은 달러를 평가절하하는 환율조정
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플라자합의였다. ‘다
자주의적 협력’의 외양을 취한 플라자합의는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자신
의 구조적 우위를 통해서 자국 경제의 근본적인 조정은 회피한 채 다른 국가들에
게 불균형의 조정 부담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대표적 사례였다
(Seabrooke, 2001; James, 1996).
또 미국은 환율 조정뿐만 아니라 일련의 일방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무역 입법을
통해서 자국 시장의 보호를 시도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했다. 1984년 제정된 무역 및 관세법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
금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를 연례적으로 발
간하도록 규정했다. 또 1985년에는 301조를 사용해서 일본, 브라질, 한국 등에 대
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미국은 유럽을 상대로는 수출자율규제
(VERs) 조치를, 동아시아와 일본을 상대로는 수입자율확대(VIEs) 조치를 얻어냈다.
1988년에는 종합무역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핵심은 301조를 강화한 수퍼 301조
였다. 수퍼 301조는 USTR이 외국의 무역장벽 목록을 조사해서 비합리적인 항목을
지정하고, 상대국과 1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보복해야 한
다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공정성을 평가하고, 미국 일정대로 협상
을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복할 것을 규
정한 조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이러한 보호주의적 수사가 실제로 보호주
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서, 그리고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금융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주
의로의 회귀는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보호주의적 수사는 오히려 더
공격적인 자유화 정책에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Bhagwati, 1991; 백창재, 2015).
미국은 다자주의 틀 내에서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때 GATT의 다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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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회하는 양자적, 소-다자주의적(minilateral) 무역협정을 무역 분쟁 해결 수단으
로 사용하기 시작했다.35)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질서를 위협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였다(Bhagwati, 1991: 34-36).36) 미국은
GATT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무역 자유화 협상에서도 의제를 주도했다. 1970-80년
대에는 은행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 1980-90년대에는 외환·서비스·정보·농산물시장
의 자유화를 의제로 설정했는데, 이 또한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던 부문들
을 개방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금융세계화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클린튼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의 변화에 조응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이 더 명확한 형태로 표현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 역시 금융 및 무역의
자유화였다. 우선, UR을 결산하고 WT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역정책에서의 자유
화·개방화 및 일방주의적 기조가 더 강화되었다. 미국은 1993년 UR을 전후해서 첨
단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 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 초국적 자본
의 기술지대와 이자소득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었고, 이러한 주장은 GATT 체제
를 WTO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WTO는 농업 및 투자 개
방,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대했다(Aggarwal,
2010; Hyland, 1999: 127-128).37) 또 미국은 1990년대 중반 IMF나, G7, OECD 등을
통해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IMF 헌장과 협의문을 변경해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OECD는 가입 조건으로
금융규제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Abdelal, 2007; Berstein, 2005; Kirshner, 2003).
다자주의적 제도를 우회해서 지역적 무역협정이나 양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35) 대표적인 것이 1983년의 카리브해 이니셔티브(Caribbean Basin Initiative), 1985년의 미국-이
스라엘 FTA, 1989년의 미국-캐나다 FTA 등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1989년 APEC
설립을 주도했다. 또 1980년대 후반에 미주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 멕시코와의 양자 FTA 관련 논의도 시작되었는데, 이는 1993 NAFTA 합의로
이어졌다.
36) 이러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상호주의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다자주의를 강화했다는 주장도
있다. 1988년 종합무역법과 수퍼 301조가 UR 타결에 기여했고, 전세계적으로도 무역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Bayard and Eliott, 1994).
37) 클린튼 행정부의 재무장관은 루빈(R. Rubin), 벤슨(L. Bentsen), 서머스(L. Summers) 같은 친
금융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은 모두 서비스 수출을 통해서 제조업 수입의 증가를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서비스는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 특히 금융을 의미했
다(Kirshner,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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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지속되었다. 다자주의를 우회한 양자주의나 소다자주의는
처음에는 주로 다자주의를 보조하는 틀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도하개발의제
(DDA)가 실패하고 WTO의 다자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미국 무역정책
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상했고, 2000년대 초반에 특혜무역협정을 통해서 다자주
의를 대체하는 이른바 ‘경쟁적 자유화’ 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Aggarwal, 2010).
특혜무역협정(PTA)의 성격을 내포하는 경쟁적 자유화 전략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경쟁을 유발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대국들의 시
장 개방을 강제하고, 주요 수출국가들이 미국의 경기부양과 수요팽창에 이익을 갖
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Aggarwal, 2010; Quiliconi and Wise, 2009;
Schott, 2004). 버그스텐(Bergsten, 1996)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경쟁적 자유화는
2001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졸릭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1980-90년대 미국의 무역정책에서 나타난 공세적 일방주의는 과도한 무역적자라
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달러 헤게모니
의 재생산과 금융세계화의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에 있다. WTO 추
진 논의는 물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1980년대의
시도들은 모두 금융개방이나 자본자유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적인
협상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 역시 제조업 경쟁력이나 무역문제보다는 주로 금
융 및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이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우위가 재건되는 결정
적인 계기는 통화·금융에서의 우위와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었고, 무역
관련 협상을 지배한 것 역시 사실상 통화·금융의 문제였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도 금융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채된 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보고르 목표’ 또한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도국
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② 새로운 발전주의로서 ‘워싱턴 컨센서스’
볼커 전환으로 인해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는 역전되었지만, 세계자본의 흐름
이 급반전 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특히 제3세계의 국가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1980년대 초·중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외채위기, 1994년 멕시코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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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1997-98년 아시아 위기, 1998년 남아공과 러시아의 금융위기, 2000-01년 터키
의 금융위기 등 국제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기가 만성화되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불안정성은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적 축적의 또 다른 측면이었다.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에 기반해서 금융적 축적이 심화되었지만 동시에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커졌고,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헤게모니를 위협할 수도 있는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금융세계화를 심화·강제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은 금융세계화의 확대를 위
해서 중심부 핵심 국가들과의 정책조정을 지속하는 동시에, 위기에 노출된 주변부
국가들에게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38)로 불리는 정책 패키지를 신자유주의적 정
책개혁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반주변부·주변부의 위기를 관리하
고 이 국가들을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 구조 내부로 종속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했
다(Harvey, 2005: 162; Duménil and Lévy, 2004c: 262).
1970년대 초·중반에 미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용팽창 정책 하에서 전세계
의 유동자본이 저금리의 대부 형태로 중심부에서 반주변부와 주변부로 이동했다.
그러나 미국이 볼커 전환을 계기로 고금리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변
화했다.39) 중심부에서 반주변부와 주변부로 저금리로 대부되었던 1970년대의 세계
자본의 흐름이 급반전되어 유동자본이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집중되었다. 반면, 채
무국들의 상환 부담은 가중되었다.40)
시장 불안이 감지되자 자본도피가 나타났고, 이는 외채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국
내외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부채상환 연장을 위
한 새로운 차관 제공을 거부했다(Helleiner, 1994: 129; Seabrooke, 2001: 119). 결국
1982년 8월 멕시코의 파산 선언을 시작으로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의 외채위기가

38)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9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정책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로 명명한 데서 유래한다
(Williamson, 1989).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내용은 긴축재정, 공공지출 삭감, 외환시장 개
방, 금융·투자 및 무역 자유화, 변동환율제, 공공부문 사유화 등이다.
39) 1971년-80년 평균 0.8 퍼센트였던 은행 대부 실질이자율은 1982년 11 퍼센트로 급등했고,
1979년에서 1982년 사이에 신흥공업국의 외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40)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제공된 차관은 저금리의 장기대부였지만, 미국의 금리와 연동되는 조
건의 대부였다. 또 장기차관이라 하더라도 단기차관을 연이어서 장기차관의 형태로 만든 신
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의 형태였기 때문에 상환연장이 중요했다(Iked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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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했다. 외채위기로 인해서 1970년대 초·중반에 최고조에 이르렀던 제3세계의 위
상이 추락했고, 발전의 전망은 소멸되었다.41)
외채위기 대응 과정에서 미국은 민간은행, 채권국 정부, IMF·세계은행 등의 국제
기구를 대표해서 헤게모니적 지도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단기적 위기관리와 장기
적 안정화 조치로 구성된 외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단기적으로
는 채무국의 지불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채
무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초국적 은행들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Kapstein, 1994: 88-92; Riley, 1993: 94).
외채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이 최초로 제시한 해결책은 채무국에 대한 추가 융
자를 통해서 부채의 상환기간을 재조정하는 부채-부채 전환(debt-for-debt swap)을
핵심으로 하는 볼커플랜(Volker Plan)과 베이커플랜(Baker Plan)이었다. 1982년의 볼
커플랜은 채무국이 재정적자 축소, 금융시장 개방, 관세 인하, 공공부문 사유화, 외
국인 투자 개방,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임금삭감 등의 구조조정 정책을
수용하는 한에서 원리금 상환기간을 재조정해 줄 것을 규정했고, 1985년의 베이커
플랜 역시 재정긴축과 무역자유화를 부채-부채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채무국의 경기침체를 야기해 원리금 상환능력을 더욱 약화시
킨다는 문제가 있었다(Riley, 1993: 95-97). 채무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경우 이
자 상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자본도피가 발생하면서 채무
국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채무국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상
업은행은 물론 IMF와 세계은행도 채무국의 경제개혁에 필요한 장기차관을 거부했
다(Helleiner, 2010: 220-221, 225; Gill and Law, 1988: 182-185; Riley, 1993: 94-97).42)
41) 외채의 자금원이었던 석유달러가 환류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초국적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 정부는 국제 유동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제도적·정책적
으로 지원했다. 우선 미국은 1974년 IMF에 ‘오일퍼실리티’(Oil Facility), 즉 석유자금융자제
도를 설립했다. 이 제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의 산유
국이 기금을 출자하고 석유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받은 국가들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제도로
서,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산유국이 공동으로 이자를 보조해주었다. 또 다
른 장치는 선진국의 수출보증장(export guarantee) 제도로, 채권국 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부하고 대부금으로 채권국 수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보장 프로그램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대부금은 국가 수출입은행에 의해 보증되도록 하여 민간은행들의
개발도상국 대부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Kapstein, 1994: 68).
42) 외채위기 발생 이후 구조조정을 전제로 제공된 차관은 대부분 고금리의 단기차관이었고,
이 때문에 이자지급의 형태로 채무국에서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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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플랜과 베이커플랜의 부채-부채 전환이 실패하면서, 달러로 표시된 부채를
채무국의 화폐로 표시된 증권투자로 전환하는 브래디플랜(Brady Plan)이 1989년에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브래디플랜은 외채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대신 채무
국들로 하여금 자국 소유의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장기채
권인 ‘브래디 채권’을 발행해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부채-증권 전환(debt-equity
swap)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부채-증권 전환 하에서 채무국은 당장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
고, 채권단은 채무국의 디폴트·모라토리엄 선언이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었
다. 특히 채무국 정부는 부채를 상환하고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업 민영화 권고에 따라 공기업을 매각했고 국제금융자본은 대폭 할인
되어 거래되는 제3세계의 채권을 통해 채무국의 공기업을 헐값에 구매했다
(McMichael, 2012: 220-222).
IMF는 세계은행과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구조조정 차관(Structural Adjustment
Loans)을 제공하는 대가로 채무국에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다(McMichael,
2012: 212-215).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본 및 외환시장이 자유화되
어 있는 상황에서 초국적 은행들이 중·장기 신디케이트론 같은 대출보다는 언제든
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거래 형태의 대출을 모색함에 따라 과거의 신흥공
업국은 새로운 증권시장을 지칭하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 변모했다.
신흥시장으로 전환된 신흥공업국은 디폴트·모라토리엄이라는 최후의 대안을 선
택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외채위기와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심부 금융자본의 남
반구 자산 취득은 급격히 증가했다. 또 외환위기로 인해 국부유출과 자본도피가
발생하면서 신흥시장 국가들은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했고, 미
국 금융시장과 달러화에 대한 종속이 더 심화되었다. 신흥시장은 19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발전했다(Gowan, 1999:
97-98; Guttmann, 1994; Sheng, 2009).
미국은 외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대화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주의’
로 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시하면서 이를 미국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체계화하려 했다(Manzo, 1999).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와 달리
199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강화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불안정, 다른 지역·국
가들의 위기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국 헤게모니의 ‘동의’의 측면,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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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으로서 발전주의는 소멸되지 않았다.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금융세계화에
기반한 미국 헤게모니의 쇄신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발전’의 내용도 변화했고, 발
전주의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정책 패키지로 부활한 것이다(Hunt, 2007:
289-291; Rist, 2014: 246, 311; McMichael, 2012: 205, 228).
이런 의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대
화론의 새로운 판본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론은 현대화
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발전의 전범(典範)으로 설정했고, 미국이라는 발전의 최종
단계로 수렴되는 단선적인 발전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었다. 또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개방화에 대한 옹호는 현대화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옹호,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에서 표현되었다(Gills and Philip, 1996: 591;
Manzo, 1999: 99-100, 110-112).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했고, 현대화론의 정책 제언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 제언으로 대체되었다. 현대화론의 퇴조 속에서 국가의 역
할에 대한 회의가 급증하면서 선의의 독재자에 대한 현대화론의 지지는 문민화와
민주화에 대한 옹호로 변화했다(Ekbladh, 2010: 228; Hunt, 2007: 280; McMichael,
2012: 198-205, 228).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로 미국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붕괴하고, 신경제로 인한 호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새로운 발전주의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배력도 절정에 달했다. 이제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예외성은 반
공·발전주의가 아니라 세계화와 개방화·자유화의 수사로 표현되었다.43)
그러나 금융세계화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발전주의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성공
은 오래 가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 헤게모니의 약탈적 성격만 두드러지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을 논외로 한다면 1980년대 이후 세계적 불평
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들에서 절대 빈곤
43) 발전주의 기획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세계은행의 발전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났다.
최초로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80년의 보고서였다. 여기에서 발전은 세계시장에의 적극적
참여와 동일시되었고, 원조를 통한 성장지원은 무역의 확대로 대체되었다(World Bank,
1980). 1990년대의 보고서에는 금융세계화가 만개한 1990년대의 방향전환이 잘 나타나 있었
다. 1994년의 발전보고서는 외채위기를 경유하면서 형성된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패키
지인 민영화, 개방화, 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1997년의 보고서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구
조조정이 곧 발전의 동력으로 제시되었고, 그것을 위한 정치적 토대로서 군부독재·권위주의
의 해체와 문민화·민주화가 발전의 조건으로 추가되었다(World Bank, 1994; 1997).

14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등의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McMichael, 2012: 380, 385-387; Hunt, 2007: 301-314).
미국 주도 하에 나타난 금융주도 축적체제로의 전환이 반주변부와 주변부에서
야기한 부정적 효과는 1인당 실질 GNP의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1973년 이후 북미,
유럽,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의 1인당 실질 GNP는 완만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1인당 실질 GNP는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으며, 동유럽도 1973년을 기점으로 상승에서 하강으로 반전되었다. 예
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만 1973년 이후 1992년까지 1인당 실질 GNP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동아시아도 중국을 제외하면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
다. 1978-1992년에 세계 70개국 이상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 566건의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했지만 그 결과는 제3세계의 금융·자본시장 개방
과 중심부 자본의 제3세계 자산 취득 증가로 나타났다(McMichael, 2012: 218-222).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팽창 국면에서는 냉전이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 반
주변부·주변부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 양 진영으로부터 발전주의 기획에 근거한 도
움을 받아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금융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반주변부·주변부의 국가들은 세계체계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게 되
었고, 국가구조 자체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시혜적 헤게모니로
특징지어지던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 시기의 헤게모니를 통한 안정, 헤게모
니를 통한 성장은 이제 헤게모니로 인한 불안정, 헤게모니로 인한 위기로 전환되
었다(Higott, 1998; Bowles, 2002).
반주변부·주변부에서의 위기관리 전략이 갖는 이러한 성격은 1980년대 초·중반
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명시적으로 드러났고, 이후 1980-90년대에 빈발한 위기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었다.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IMF 및 세계은행과의 공조 속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금리인상과 긴축, 고용의 신
축화, 재정지출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등 구조조정과 정책개혁을 강제했다. 또 미
국은 채무국의 국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체계에 종속적
으로 편입시켜 미국의 우위를 강화했다(Augelli and Murphy, 1993: 134-136; Riley,
1993: 94; Kapstein, 1994: 88-92; Strange, 1996; Aronowitz and Bratsis, 2002).
중심부 국가들 간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은 물론, 반주변부와 주변부에서의 위기
관리 메커니즘 역시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했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기축통화
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지속적인 이득을 얻는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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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세계각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미국 재무부, 그리고 IMF, 세계은행 같
은 국제적 위기관리 기구들은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세계화의 확
대를 통해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지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달러 의존성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통화를 포기하는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가 위기의 해법으로 등장하기도 했다(Duménil and Lévy, 2004c: 262; Cohen, 1998).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국제 금융시장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국가들은
거시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정책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국제 금융시
장의 불안정성과 미국의 자기본위적 통화·금융정책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중심부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금융을 통한 이윤율의 상승이나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세계화에 수동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
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구조가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의 축
적체제에 종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Duménil and Lévy, 2006: 140).
또 1980-90년대의 외채위기·외환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체계 전반의 불안
정성도 커졌다.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세계체계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다른 지
역과 국가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를
특징지었던 사회적 토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현대화론에 기반한
발전주의가 다른 국가들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전반의 발전을 도모
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의 시혜적 성격을 보여준다면, 1980년
대 이후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헤게모니의 보편성의 약화, 나아가 미국의 세계전략
의 약탈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헤게모니의 보편적인 이데올
로기적 호소력은 크게 약화되었다(Beeson and Broome, 2010; Walter, 1991; Gowan,
1999; Hunt, 2007; Wallerstein, 1996a: 192-215; Higott, 1998; Bowles, 2002).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창자인 윌리엄슨 조차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Williamson, 2003a, 2003b, 2003c). 1990년
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판하면서 “post-워싱턴 컨센서
스”, “after-워싱턴 컨센서스”, 나아가 “워싱턴‘컨텐셔스’”(Washington Contentious) 를
요구하는 주장이 확산되었지만, 그럼에도 금융세계화를 확대시키려는 미국의 무장
한 세계화 전략은 미국 헤게모니의 정당성을 더 약화시켰다(Stiglitz, 1998; Birdsall,
et als., 2001; Kuczynski and Williamson, eds., 2003; McMichael, 2012: 38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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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세계화의 심화와 ‘무장한 세계화’
금융세계화의 진전, 탈냉전과 함께 미국의 우위가 회복된 것은 확실했지만, 부시
(G. H. W. Bush) 대통령이 언급한 ‘신세계질서’는 여전히 모호했다. 클린튼 행정부
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의 변화에 조응하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이 비
교적 명확한 형태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클린튼 행정부는 탈냉전 시대를 냉전시대
보다 미국의 지도력이 더욱 절실한 시대로 규정했지만, 미국 대외개입의 목적과
수단은 과거와 다르게 규정되었다(the White House, 1995: 1).
가장 큰 단절은 냉전기 미국의 대외전략을 과잉결정한 지정학(geo-politics)을 지
경학(geo-economics)이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Nye, 2001; Stremlau, 1994).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여전히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고, 양대
전쟁 전략도 고수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 하에서 미국 대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력의 약화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3, 1994). 탈냉전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금융세계화의
심화와 이를 통한 미국 헤게모니의 강화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했고, 통화·금융권
력을 중심으로 미국 헤게모니가 재편된 상황에서 금융세계화의 확대와 이를 위한
지정학적 조건의 창출이 미국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Strange, 1990).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비전이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한다(Cohen, 2005; 권용립, 2010).44) 그러
나 냉전 질서의 해체가 곧 미국 군사력의 약화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축소를 의
미하지는 않았다.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전략은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곳에
는 개입하지 않지만, 금융세계화의 유지와 확대에 있어 중요성을 갖는 지역과 국
가에는 강력히 개입하는 ‘포섭과 배제’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이다(Hoogvelt, 1997;
Serfati, 2003; Hunt, 282-288).

44) 그 근거로는 클린튼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강조하면서도 제3세계의 분쟁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유고 내전에서의 무능력한 대응, 소말리아와 르완다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실패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지역과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전략은 베트남전 이후에 이미 등장했으며, 1980년
대 이후에는 ‘와인버거-파월 독트린’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명분이 분명하고, 사활
적인 국익이 걸려 있으며, 퇴로가 확실하고, 승리가 보장된 전투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
해 최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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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은 해외시장의 개방과 세계화의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경제적 이익이 곧 안보로 규정되었고, 이를 위한 강력한 개입의 필요성
이 강조되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4, 1996; the White House, 1997). 또
탈냉전 직후 나타난 군비지출 축소는 1990년대 중·후반에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
다.45) 클린튼 행정부는 1996-2001년에 군현대화 비용 260억 달러를 증액한다는 계
획을 제시했고, 1997년의 4개년 국방계획검토는 1998-2001년에 신무기도입에 600
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규정했다. 레이건이 제창한 이른바 ‘스타워즈’, 즉 전략방위
구상(SDI)은 클린튼 행정부의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ce: TMD)와 국
가미사일방어(National Missile Defence: NMD)로 계승되었고,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자본은 첨단군사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되었다(Lindsay and O’Hanlon, 2001).
강력한 개입의 양상은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두 지
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했고, 냉전 질서의 해체로 인한 힘의 공백을 허
용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 미국은 이른바 ‘나이 이니셔티브’(Nye Initiative)에 입각
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 전체에 대한 개입을 확대했다.
유럽에서는 NATO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동구권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미
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고 세계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유럽에서 헤게모니 국가로
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Layne, 2006: 109-113).
이처럼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은 금융세계화인 안정적인 유지와 확산을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으로 규정하고, 금융세계화 핵심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
한 개입을 유지했다. 또 금융세계화가 위협받을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개입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통화·금융권력의 우위 속에
서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서 거대한 유동자본에 대한 통제
권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이 헤게모니의 쇠퇴를 반전시켜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재
편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금융세계화의 유지와 확산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일 수밖에 없었다(Serfati, 2003).

45) 클린튼 행정부가 출범한 해인 1993년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 감축되었고, 군 병력규
모 역시 15% 축소되었다. 또 1995-99년 사이에 국방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한다는 계획도 수
립되었다. 그러나 클린튼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체계화 된 1994-95년 이후 군비축소 추세는
역전되었다. 또 1990년대에는 국방예산 구성도 변화해 병력의 임금 및 주택, 재래식 무기,
전투지원 물품의 조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감축된 반면, 실제 작전수행, 그리고 연구·개
발에 필요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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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의 유지와 확산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미국의 세계전
략을 ‘무장한 세계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금융세계화는 배타적으로 시장에 의해
서만 주도되는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며, 금융세계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사력을 필요로 한다. 무장한 세계화는 냉전기 미국 헤게모니의 ‘지배’의 측
면이었던 군사 케인즈주의를 개혁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방향으
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2차 냉전이 데탕트를 역전시켜 군사 케인
즈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면, 탈냉전 시기의 무장한 세계화는 군사 케인즈주
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인 것이다.46) 1980년대의 군비증강과 마찬
가지로 무장한 세계화 역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외부 자본에 의존하고 있
었다. 또 무장한 세계화 국면에서는 미국으로 유입된 거대한 유동자본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이른바 ‘군사혁명’(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RMAs)으로 이어
졌고, 이 과정에서 다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클린튼 행정부에서 시작된 무장한 세계화는 부시(G. W. Bush) 행정부에서 더 확
대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세계화의 유지와 확대를 미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규정
하고, 이를 위한 예방적·선제적 군사개입을 강조했다.47)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 나아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정당화되었고, 탈
규제와 감세, 금융시장 부양,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의 확대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도 제시되었다(the White House, 2002; Hunt, 2007: 280-282). 또 부시 행정부는
ABM 조약을 파기하고 MD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일방주의적 기조를 강화했다.
9·11 테러라는 외부적 충격과 이후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부
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대외전략에서 나타난 단절이 강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46) 무장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군수자본도 일반적인 법인자본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을 거쳐
금융세계화에 포섭된다. 인수·합병의 초기 국면을 주도한 것은 국방부였지만, 군수자본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무장
한 세계화에 입각한 전쟁과 무기수출로 인해서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20%, 40%
하락한 9·11테러 이후 1년 간 군수산업의 주가는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7) 2002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공식화된 선제적 공격과 일방주의적 행동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변화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미국 대외전략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선제적 공격과 일방주의적 행동은 미국 대외전략
에 경향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원칙이었으며, 9·11 테러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대선과정에서 엘 고어 후보가 제시한 ‘전진적 개입’(forward engagement)은
부시의 선제공격론과 유사했으며, 9·11 이후 제정된 애국법의 모태는 1996년 통과된 테러방
지법이었다(안병진, 2003; 권용립, 2010: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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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신보수파48)라는 특정 정치세력이 득세하면서 금융세계화를 최우선시하는
클린튼 행정부의 대외전략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군사주의와 일방주의에 기반한 새
로운 대외전략이 등장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Arrighi, 2005a, 2005b; Ikenberry,
2002 ; Bacevich, 2002, 2008; Mann, 2004).
그러나 부시 행정부 하에서 금융세계화와 그것의 유지·확산을 위한 무장한 세계
화라는 기존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부시 행정부에
서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경제정책과 대외경제전략이 유지되었다. 연준 의
장 그린스펀이 유임되어 증시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이 유지되었고, 금융세
계화를 지속하기 위한 엔·유로 환율에 대한 개입과 정책조정도 지속되었다.49) 또
무역정책에서도 다자주의를 우회한 공세적인 자유무역 확대정책이 ‘경쟁적 자유화’
로 공식화되었다. 신경제의 붕괴와 9·11 테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유동자본의 미
국 금융시장으로의 환류에 기초하는 금융세계화의 메커니즘은 더욱 심화되었다
(Arggarwal, 2010; Solis, 2012; Green, 2008a; Duménil and Lévy, 2004c)
또 부시 행정부 하에서 기존의 다자주의가 군사주의와 일방주의로 이행했다는
평가, 나아가 일방주의가 미국 헤게모니의 실패의 징후라는 분석도 문제가 있다.
우선, 다자주의의 상대화는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 나
타난 변화였다.50) 냉전기의 다자주의적 동맹이 이완되면서 미국은 일방주의를 중
48) 신보수파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전략을 주도하면서 전면에 등장했다. 레이건 2기
행정부와 부시(G. H. W. Bush) 행정부에서 주변화된 이들의 세력은 부시(G. W. Bush)의 집
권을 계기로 부활했다. 신보수파들은 공익(Public Interest), 비평(Commentary), 월스트리
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 등의 매체,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등의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결집했으며,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같은 공화당의 보수적 씽크탱크도 신보수파와 관계가 있다. 신보수파는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와 연합해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를 창설하고, 부시(G. W. Bush)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용립, 2010: 539-544). 그러나 9·11 테러와 뒤이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상대화되
면서 금융세계화와 양립할 수 없었던 신보수파의 영향력은 부시(G. W. Bush) 2기 행정부에
서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49)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나 군사주의로 인한 단절을 강조하는 주장은 이러
한 정책조정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정책조정의 지속은 9·11 테러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9·11 테러 이후의 미국
의 군사행동이 과거 전략과의 단절이 아니라 금융세계화의 새로운 국면, 즉 금융세계화에
평행하는 무장한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0) 이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기된 쟁점에서도 나타났다. 선거 캠페인 당시 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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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두고 필요에 따라 다자주의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또 부시
행정부가 다자주의적 틀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다. 원칙적인 의미에서 다자주
의를 지향한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자주의적 수단들을 활용했기 때
문이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를 둘러싼 ‘다자주의 對 일방주의’의 논쟁 구도는 허구
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항상 다자주의는 일방주의의 한
부분이었고, 사실상 일방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일방주의였다. 미국
대외전략의 역사에서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사이에서 강조점이 변화한 적은 있었지
만, 그 본질인 일방주의적 속성이 변화한 적은 없었다(권용립, 2010).
이처럼 9·11 테러 이후의 미국 대외전략 전환은 미국 내부의 특정 정치세력의
부상이나 군사적 우위와 전쟁을 통한 팽창 그 자체를 추구하는 제국적 경향의 부
정적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1990년대부터 이미 진행되어 오던 금
융세계화에 조응하는 군사화 및 군사개입 과정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가속화한 것
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되어야 하며, 국가와 군수자본, 그리고
금융자본의 동맹이 변화의 주된 추동력이었다(Serfati, 2003).
물론 9·11 테러 이후의 국면이 1990년대의 무장한 세계화와 중요한 차이를 나타
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았다. 상대적인 차이지만 일방주의가 더 강화된 측
면이 있었고, 동아시아를 경시하고 중동에 과도하게 많은 군사적 자원을 투입하거
나 경제적 실익이 없는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추진한 것 또한 부시 행정부
대외전략의 결함으로 종종 지적되어 왔다. 이 때문에 금융자본 또한 부시 행정부
의 대외전략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Wallerstein, 2003b).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9·11 테러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미국 대외전략의 본질
적인 부분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
로 지속될 수 있는 정책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부시 행
정부에서 나타난 연속성과 단절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Green, 2008a).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무장한 세계화의 결과 미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졌다. 2002년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40%를 상회했
방주의적인 군사개입의 확대를 주장한 것은 부시가 아니라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였다. 고
어는 클린튼 정권 아래에서 제기된 세계적 개입전략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려 했으며,
이미 예방전쟁이나 사전개입정책의 틀을 제기한 바 있다. 오히려 부시는 무분별한 개입을
비판하면서 탈냉전 직후의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했고, 9·11 테러 이전에
는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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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세계 700여 개의 기지에 30만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해 ‘군사기지의 제
국’(empire of bases)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 또 미국은 9·11
테러 직전 100개국,

725개의 해외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Foster,

McChesney, Magdoff, 2002; Prestowitz, 2003; Johnson, 2004). 무장한 세계화의 결과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 집중과 군사력 격차의 확대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중심부 국가들 간의 헤게모니 경합 가능성이나 과거와 같은 헤게모니
이행의 가능성도 낮아졌다(Mann, 2005).52)
문제는 무장한 세계화를 통해서 우위를 유지하는 방식의 지속가능성이다. 미국
은 달러 발권이익을 이용해서 무장한 세계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증세는
부채경제에 의존해서 성장하고 있던 미국이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었고, 정치적으
로도 실행가능성이 떨어졌다. 해외로부터의 대부 역시 금융세계화에 필요한 미국
의 통화완화 정책과 양립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
는 환율조정을 통해서 국내경제의 조정을 회피하고 거시경제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중적자를 상쇄하고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자본유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증가와 지속적인 대외부채의 누적은 달러의 가치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달러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요소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화 표시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 거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가치의 급격한 변화나 달러위기는 세계경제
의 붕괴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53) 또 신경제의 붕괴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알 수
51) 탈냉전 직후 해외주둔 미군 병력은 50만명 내외로 추산되며, 그 중 30만명이 유럽에, 15만
명이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2).
52) 이로 인해 탈냉전 이후에는 전쟁의 양상도 변화했다. 각각의 전쟁이 갖는 개별성에도 불
가혹, 탈냉전 이후의 전쟁은 중심부 국가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의
침략 혹은 주변부의 내전이라는 형태를 취했다. 캘도어(Kaldor, 2004)는 이를 ‘새로운 전
쟁’(new wars)으로 개념화했다. 냉전기의 체제경쟁이 반주변부와 주변부 전체를 포섭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면,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반주변부와 주변
부를 선택적으로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취했다(Hunt, 2007: 282-288; Serfati, 2003).
53) 각국 정부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조정과 미국 재무부증권 구입 등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조정 요구에 응해 왔다. 이는 미국의 우위를 보
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질 경우 달러화 표시자산을 다량 보유한
국가들이 이 자산을 투매하고, 이것이 다시 달러화의 가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공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지칭
하는 것이다(Summers, 2004; Bergsten, 2009; Pos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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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처럼 미국 금융시장이 세계경제의 유동성을 무한정 수용하거나, 그것을 효
율적인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부채를 지탱해주는 금융세계
화와 무장한 세계화 자체가 한계에 직면할 위험도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이중적자와 관련된 논쟁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입장이 제기된 바 있고(Eichengreen, 2004, 2006; Roubini and Setser, 2004),
이들의 우려대로 글로벌 불균형의 누적은 금융위기로 귀결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축소된 형태지만 미국은
여전히 달러 발권이익에 기초한 통화·금융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군
사 케인즈주의나 무장한 세계화의 초기 국면과 달리 전쟁과 군비지출 자체가 경제
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무장한 세계화가 더 확대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에는 군수산업의 확대가 유효수요를 자극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이른바 ‘군사 케인즈주의’ 메커니즘이 작동했지만
1980년대의 군비지출 증가는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했고, 재정적자
문제를 악화시켰다.54) 군사 케인즈주의를 개혁한 무장한 세계화는 2000년대 초반
까지는 세계화의 확산과 미국 경제의 회복에 기여했고, 금융자본과 결합된 군수산
업 자체도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80년대 군사 케인즈주의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이중적자가 누적되고 금융세계화 이후의 진로가 의문에 빠
지면서 무장한 세계화 역시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과잉전개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악화되고 있었다(Ikenberry, 2002; Nye, 2003). 또 미국의 일방
주의적 군사행동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면서 미국 헤게모니의 정당성은 더 취약해
졌다(Johnson, 2002; Mann, 2005; Todd, 2002; Kolko, 2008). 2007-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세계화 자체가 의문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공약은 축소되고, 그
목적 또한 금융세계화의 확대가 아니라 위기의 수습과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의 복
원, 그리고 부분적 유지를 위한 조건의 창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54) 일반적으로 ‘군사 케인즈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전후 성장기 동안 나타난 군수산업의 확대
가 유효수요를 자극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군수산
업이 투자, 생산, 실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Smith and Smith, 1983;
Howard and King, 1992). 오히려 군사 케인즈주의의 주장은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
에 나타난 미국 법인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체계의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특수한 방식으
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제4장. 2007-08년 금융위기와 미국의 세계전략
4장에서는 2007-08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분석한다.
나아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세계전략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전략적 고려들을 검출한다.
우선 1절에서는 미국의 금융세계화가 갖는 구조적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며,
그러한 취약성이 드러나게 된 계기인 금융위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
히 금융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위기로 인한 손실을 세계화하고 위기를 해결
의 비용을 외부로 전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주목한다.
2절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고려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서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
지, 그리고 이를 위한 지정학적 환경의 구축에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조정의 비용을 다른 국가에게 전가하려는 미
국의 전략이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당사자인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 때
문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배가되었고, 미국의 대외경제전략은 물론, 군
사·안보 전략 역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차원의 외교전략의
조정이 아니라 대전략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고,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는 지
역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1. 이중적자의 누적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중적자의 누적, 대외부채와 공공부채의 확대, 순국제투자지위 같은 지표들은
미국의 금융화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거시경제적 자율성, 국
제수지 균형의 유연성 등 통화·금융권력이 보장하는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위기 해결 과정에서도 미국은 이러한 우위를 활용해서 양적완화 정책과 적자
재정정책을 통해서 손실을 세계화하고,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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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적자의 누적
1990년대를 거치면서 통화·금융권력을 토대로 한 금융세계화에 기반해서 미국의
우위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 헤게모니의 보편적 호소력이나
사회적 토대는 과거에 비해 취약해졌다. 또 2000년의 신경제 붕괴를 계기로 1980
년대 이후 변화한 미국 헤게모니의 안정성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핵심은 금융적 축적의 안정성, 특히 미국의 부채가 통화·금융권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금융적 축적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과열된 증시와 버블이었다. 은행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외채위기를 야기하면
서 이를 대체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가공자본의 팽창은 투기를 더
심화시켰다. 1980년대 이래 세계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해 1980년에 12조, 1995
년에 64조, 2000년에 93조 달러였던 세계금융자산의 총가치는 2005년 말에 140조
달러에 달했다. 또 세계 GDP대비 세계금융자산 스톡은 1980년에는 109%였지만
2005년에는 338%로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스톡은 1995년에 GDP의
303%였고 2005년에는 405%에 달했다. 여기서 언급된 금융자산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포함한 것이며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을 고려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커진
다(Orhangazi, 2008).
신경제 위기는 연착륙으로 귀결되었지만 증권시장 붕괴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
았다. 증권시장에서의 기업평가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은 신규투자 대신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등 주식의 액면가치를 상승을 기업활동의 최우선순위로 설정
했고, 그 결과 이윤율 상승속도에 비해서 기업의 주식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상승
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도 심화되었다.1) 이런 측면에서 금융화는 비금융부문의 생
산성 향상에 필요한 지속적 투자와 모순적이었다(Gowan, 1999; Duménil and Lévy,
2004a; Kirshner, 2014a).2)
1) 가공자본은 실물자본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며, 금융적 축적 속에서 실물자본의 증
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이른바 ‘버블경제’를 초래한다.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은 이 같은 버블경제 때문이다(Gowan, 1999; Kirshner,
2014a). 연준의 자료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버블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토빈의 q’
는 신경제 붕괴 직전 미국경제의 장기 평균치인 0.7의 두 배가 넘는 1.86까지 상승했다.
2) 1950-65년에 주로 기업의 투자로 지출된 내부 유보자금이 이윤의 75%를 차지했고,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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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적 축적의 불안정성은 금융세계화가 미국의 이중적자 누적과 이를 상쇄하는
자본수입, 즉 글로벌 불균형에 기초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그림 4-1.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출처: BEA(NIPA)

<그림 4-2. 미국의 재정적자>

출처: BEA(NIPA)
24%, 이자지출이 1%였다면, 1990-96년에는 내부 유보자금이 40%로 감소하고, 배당이 36%,
이자지출이 24%로 증가했다(Duménil and Lévy, 2001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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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균형의 구조는 이중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과
잉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것이 금융혁신과 결합되면서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었다.
2002년에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각각 GDP의 4% 정도를 차지했고, 2005년
에는 각각 6%와 3%를 기록했다. 이러한 규모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누적은 주
변부는 물론 중심부의 국가들에서도 유지되기 힘든 규모이지만, 미국은 이를 상쇄
하는 자본수입에 기초해서 이중적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Duménil and Lévy, 2004a).
미국이 예외적인 규모로 이중적자를 누적할 수 있었던 것은 기축통화 발행국으
로서 가지는 독특한 우위 때문이었다. 기축통화 발행국은 국제 준비금, 외환시장
개입 수단, 환율의 기준, 무역결제의 수단 등 기축통화의 다양한 역할로 인해서 다
른 국가들의 경제적 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Cohen, 1999: 247). 또
이러한 우위로 인해서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발행국은 자
신들이 생산하는 것 이상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축통화는 세계적으로 통용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 발행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발권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통화·금융권력을 매개로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
력과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Eichengreen, 2011: 21-25; Gowan, 1999: 64-66;
Cohen, 1999: 239, 251; Kirshner, 1995)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금환본위제가 순수 달러본위제로 전환되면서 미국
은 달러의 금태환 의무와 고정환율 유지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달러는 여
전히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발행에 가해지는 제약은 미국 자신의
전략적·정책적 고려 이외에는 대부분 사라졌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금환본위제 하
에서도 미국은 달러 발권이익을 향유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되면서
금환본위제가 순수 달러본위제로 대체되고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대체되면서
국제통화체제가 부과하는 의무와 제약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동시에, 달러 발권이
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중적자의 누적은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수도 있었으나 금융시장의 규모나 유동성, 군사적 우위 등으로 인해서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지속되었다.
금융주도 축적체제는 연준의 통화완화정책과 자산가격 부양을 위한 정책적 지원
에 의존했다. 금융완화 정책과 파생상품으로 대표되는 금융혁신, 부동산 금융의 팽
창으로 인해서 이른바 ‘금융화의 대중적 토대’, ‘금융의 민주화’(Langley, 2004,
2008; Seabrooke, 2001; Johnson and Kwak, 2010: 140-218; Erturk et als., 2004)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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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이중적자는 가계부채를 포
함하는 삼중적자의 문제로 악화되었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저축과 투자 없이 기
축통화 발행과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통해서 생산 이상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
었다(Eichengreen, 2007). 아래의 <그림. 4-3>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저축률과 고
정자본 투자율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고정자본 투자율과 저축률은 모두 감소
하기 시작했으며, 저축률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국내순생산 대비 미국의 저축률과 고정자본 투자율>

순고정자본
투자율

순저축률

출처: BEA(NIPA)

이중적자, 나아가 삼중적자의 증가와 투자율·저축률의 감소는 경제의 전 영역에
서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 민간부채와 정부부채를 상쇄하기 위한 자본수입의
증가는 대외부채의 증가를 수반했다. <그림. 4-4>는 미국의 부문별 수지균형의 변
화를 보여준다. 민간부문의 부채는 금융세계화가 심화되는 국면인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공공부채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
고 있다. 대외부문의 지표는 1980년대 이후 자본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수치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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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미국의 공공·민간·대외 수지(GDP 대비 비중)>
민간
공공
대외

출처: BEA(NIPA)
아래의 <그림. 4-5>는 GDP 대비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액을 보여준다. 2차 세
계대전 중 군비지출 급증으로 인해서 GDP의 120%까지 증가한 연방정부 부채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80년대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 연방정부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
한 것은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증가한 공공지출 때문이다.

<그림 4-5. 미국 연방정부 부채(GDP 대비 비중)>

출처: BEA(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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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채의 변화 추이에서 부채의 총액만큼 중요한 것이 그 구성이다. 현
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 중 40% 정도는 미국 국내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부채이며,
외국 정부에 대한 부채 역시 35-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20%는 미국의 각종 연기금에 대한 부채이다. 1980년대에 15%에 불과했던 외국 정
부에 대한 부채는 1990년대에 20% 내외로 증가했고, 2000년대 초반에 25-30%, 금
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35-40%를 기록했다. 그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부채가 각
각 7%로 가장 크다. 연방정부 부채 중 외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금융세계화
의 유지를 위한 자본수입에서 외국 정부의 미국 재무부증권 보유, 특히 수출달러
환류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4-6. 미국 연방정부 부채 중 대외부채 비중>

출처: BEA(NIPA)
이러한 추세는 GDP대비 대외부채 총액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이중적자를 상
쇄하는 자본수입 대외부채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외채위기나 외
환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한 국내경제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1980년대 이래의 대외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위기나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미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달러 준비자산을 축적하고, 시장에서 달러화 표시 자
산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는 등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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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거시경제적 조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외환보유액의 제약 없이 국
제수지적자를 운용할 수 있었고, 재정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시행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부채 총액이 GDP의 100%를 상회
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제기반이 대외채무 상환의무를 장기적으로 수
행할 수 있을 만큼 건전한가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한편, 대외부채의 증가는 미국 내 외국인 소유 자산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했다.
역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면서 1995년 여타 세계
가 미국에서 보유한 자산액수는 미국 GDP 대비 46%를 기록했고, 2000년에 그 수
치는 78%로 증가했다. 2003년에 미국이 해외에서 보유한 자산은 미국 GDP의 36%
수준이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 악화되었다.
아래의 <그림. 4-7>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추세는 순국제투자지위(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IIP)의 악화로 나타났다. 순국제투자지위는 한 국
가가 보유한 해외자산과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한 자산의 차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NIIP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미국
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세계
화가 시작되면서 양자가 동시에 증가했는데, 외국인의 미국 내 보유 자산 증가 속
도가 훨씬 더 빨랐고, 이 때문에 미국의 NIIP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림 4-7. 미국의 순국제투자지위(NIIP)>

출처: FRB(Flow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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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대외부채와 순국제투자지위의 악화에도 자본수입과 그에
기반한 금융세계화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에 투자된 미국자본과 미국에 투
자된 외국자본의 수익률 격차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Duménil and Lévy, 2005).
외국에 투자되는 미국자본과 미국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의 수익률은 2배 가까이 차
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투자의 경우 그 격차는 3배로 커졌다. 미
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다른 지역의 투자수익률보다 낮지만, 세계화폐
로서 달러가 갖는 고유의 안전성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가가 외환을 달러로 보유
하면서 미국 금융체계로 달러를 환류시킨다(Gowan, 1999; Chenais, 1998; Dumenil
and Levy, 2001c; Panitch and Gindin, 2012; Panitch and Kønings, 2008). 이러한 메커
니즘으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자본유입에 기초한 금융세계화는
달러에 근거를 둔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그림 4-8. 미국의 해외 투자 수익률과 외국의 미국 투자 수익률>
미국의
대외투자

외국의
미국투자

출처: FRB(Flow of Funds)
이는 투자량이 동일할 경우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2배의 소득을 흡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국의 자본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미국 자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아래의 <그림. 4-8>과 같다. 1979년 볼커전환 이후 미국으로 유입
되는 소득 흐름이 급증하기 했으며, 1980년대에 세계증권시장이 팽창, 신흥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금융소득의 미국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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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국내순생산 대비 미국의 순투자수익>

미국의 투자수익

미국이 지불한 수익

미국의 순투자수익

출처: BEA(NIPA)
대외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순국제투자지위는 악화되었
다(<그림. 4-7>). 그러나 대외부채와 이중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수익률
격차로 인해서 1990년대까지 미국으로 유입되는 순소득은 양(+)의 값을 유지했다
(<그림. 4-8>, <그림. 4-9>). 이는 미국이 금융의 우위를 통해서 세계 다른 지역의
소득을 매우 효율적으로 흡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미국
의 우위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우위를 통해서 2000년대 초반 신경제 위기의 연착륙과 금융세계
화의 심화를 설명할 수 있다. 신경제 붕괴 직후인 2002년 미국 경제의 이윤율은
과거의 위기국면이었던 1970년대 초반이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수준보다
높았으며, 2000년대 초·중반에도 이중적자와 자본수입에 기초한 금융세계화는 더
심화되었다. 이는 달러 발권이익에 기초한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이 여전히 작동하
고 있음을 의미했다(Vermeire, 2014).
1960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투자 소득 합계는 GDP의 0.84%에 불과한
42.6억달러였지만, 1980년에는 GDP의 2.66%인 700.4억달러, 2007년에는 GDP의
5.89%인 8261.9억달러로 급증했다. 2010년 총대외부채가 GDP의 100%를 상회하고,
순대외부채가 GDP의 30%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 미국의 소득수지는
0+, 즉 0의 값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이 이중적자를 벌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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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금을 낮은 금리에 확보하고 있으며, 역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
은 안정성을 위해서 수익성을 포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의 해외투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에 공격적인 투자
를 함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성의 차이로 인해서 대외
부채의 증가에도 미국의 소득수지는 1990년대까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2000년대에
들어 소득수지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대외부채의 규모가 커졌음을
의미하며, 미국의 순국제투자지위가 더 악화될 경우 소득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Duménil and Lévy, 2004c).

(2) 부동산의 유동화와 금융위기의 발생
신경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았고, 달러 발권이익에 기
초해서 이중적자의 누적을 지속했다. 199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과 금융세계화는
주식시장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60-70년대에 실물경제의 이윤율을 하회하던 금융
의 이윤율은 1990년대에 급상승했고, 미국 경제는 이를 토대로 부활했다. 1997년에
1969-70년 수준으로 상승한 이윤율은 2001년에 1974-75년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고,
신경제 붕괴 이후 과열된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금융의 이윤율이
실물경제의 이윤율을 하회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세계화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시장이 필요해졌고, 이
에 따라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기업들은 위험은 높지만 수익성도 높은 상품ㅇ르
개발하는 금융혁신을 감행했다. 미국과 동아시아의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2000년대의 금융세계화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증권화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의 금융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시장이었다면, 2000년대 금융
화의 핵심은 ‘금융혁신’ 과정에서 확산된 파생상품들, 특히 ‘부동자산의 유동화’,
‘신용의 증권화’, ‘대부자본의 가공자본화’를 심화시킨 부동산담보부증권(MBS), 부
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왑(CDS),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같은 파생상품
들이 었다(Duménil and Lévy, 2011; 미즈호총합연구소, 2008; Roubini and Mihm,
2009).3) 증시와 주택시장을 결합하는 새로운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혁신
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바 ‘증권화’(securitisation)4)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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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동자산이 유동화 되면서 금융불안정성이 증폭되었다는 점이다(Kotz, 2009;
Duménil and Lévy, 2011; Roubini and Mihm, 2009; Roubini, 2010).
주택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지칭하는 MBS는 1970년대부터 국
책모기지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하기 시작한 파생상품이다. 1980년대
이후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모기지회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민간모기지회
사는 특수목적회사(SPV)라는 가공사회를 설립해서 MBS를 발행했다. MBS는 주택
대출의 유동화가 주택대출을 제공하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originate to
hold’ 유형에서 모기지를 증권화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originate to
distribute’ 유형으로 이행했음을 의미했다. 은행 중심의 금융세계화 하의 고금리로
인한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위기는 이러한 변화를 촉진했고, 증권시장 중심 금
융세계화에 부합하는 ‘originate to distribute’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민간 MBS 발행액은 2000년대에 급증했는데, 2003년에 그 액수는 GDP의 30%에
근접했다. 특히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론이 확산되면서 민간모기지회사의 모기지
론이 증가했고, 2003-06년에 국책모기지회사의 MBS와 민간모기지회사의 MBS 비
율이 8:2에서 4:6으로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액의
80% 정도가 MBS 형태로 증권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현재 MBS는 6조
5,000억 달러, ABS가 2조 2,000억 달러에 달했다.5)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을 서브프라임 MBS로 증권화해서 신용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수수료 수
익을 챙겼고, 이런 MBS는 ABS와 함께 CDO로 재증권화되어 기관투자가나 헤지펀
드에게 매각되어 파생상품의 연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3) 이런 차이점은 미국 주가지수의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대 미국 ‘신경제’의 핵심은 주
식시장의 붐이었고, 1990년대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하락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
나 2000년대 들어서면 주식시장의 흐름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4) ‘증권화’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목적회사
(SPV)에 양도해서 증권으로 전환해 자본시장에서 매각(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주택지분대출(Home Equity Loan), 매뉴팩처드하우스론(Manufactured House Loan)같은 주택
소액대출이 ABS 2조 2,000억 달러 중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MBS와 ABS를 합한 금
액인 8조 7,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ABS는 MBS를 포함
하는 모든 형태의 자산담보부증권을 지칭하기도 하고, MBS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자산담
보부증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때 ABS의 담보자산은 신용카드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Roubini and Mihm, 2010; Duménil and Lévy, 2011; 미즈호총합
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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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는 서브프라임 MBS를 프라임
MBS나 대기업의 회사채 같은 부도위험이 낮은 다른 증권과 혼합해 재증권화한 파
생상품이다. CDO는 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ABS, MBS를 분할하고 다시 결합해 높
은 등급의 금융상품으로 변화시켜 증권의 위험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때
문에 금융위기 발생 이후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는 증권회사가 투자신
탁기금의 일종인 구조화투자전문회사(SIV)를 통해서 MBS, ABS, CDO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발행해 다른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ABCP는 단기금융시
장인 화폐시장에서 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기지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CMO역시 MBS, ABS, CDO
를 담보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파생상품이다. 특히 CMO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
동하는 MBS나 CDO의 캐시 플로우, 즉 원리금지불방식이 갖는 불안정성을 보완해
서 일정한 금융수입을 보장하는 파생상품이다. CMO 역시 CDO와 마찬가지로 등급
이 다른 파생상품들을 담보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평가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금융위기의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는 다른 파생상품에 대한 보험상품
을 증권화한 것이지만, 피보험 증권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부
채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채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는 등 CDS자체가 증권
상품화되었다. 그 결과 보험계약을 맺은 부채액보다 CDS 명목가치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4년 말 6,400억 달러였던 명목가치는 2008년에는 거의 100배
가까이 성장해 60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금융위기의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Roubini and Mihm, 2010; Duménil and Lévy, 2011; 미즈호총합연구소, 2008).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주택담보 대출이 팽창하면서 주택가격이 폭
등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다시 추가 대출의 확대로 이어졌고, 부동산 금융을 중
심으로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는 차입자의 신용도를 고
려하지 않는 비우량 모기지의 증가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자체가 사실상 건전자산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었다. 대출의 양이 증가한
반면, 그 질은 악화되었던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파생상품의 확대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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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기대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 초·중반의 부동산 버블
과 금융혁신은 신경제 시기의 버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위험을 내
포하고 있었다(Duménil and Lévy, 2011; Schwartz, 2008, 2009; Langley, 2006, 2008).
연준과 재무부의 정책은 사실상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2001-03년
에 연준은 금리를 5.5% 포인트 하락시켜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했다.
2004년 이후 금리를 부분적으로 인상했지만, 외국의 달러 유동성 유입이 증가하면
서 장기금리는 변화하지 않았다. 또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2000년의 ｢상품선물현대화법｣
(Commodity Future Modernization Act)은 파생상품에 관한 규제를 예외조항으로 인
정해 규제에서 제외했다. 연준과 재무부는 외부 자본유입의 확대에 기초한 금융완
화 정책을 지속했고, 이에 기반해서 부동자산의 유동화, 신용의 증권화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 금융세계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Roubini and Mihm, 2010;
Helleiner, 2011: 72-73;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2002-05년에 주택가격이 80% 이상 상승하면서 2005년 말에 정점에 도달한 주택
금융에 대한 투자는 2006년 초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감소세로 반전되
었다. 주택가격하락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상환액이 증가했고, 연체율이 급증
했다. 이에 따라 MBS와 CDO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고, MBS와 CDO를 구입한
SIV나 헤지펀드가 큰 손실을 입었다. SIV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을 통해서 자금
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손실확대에 의한 파산 우려 때문에 ABCP 잔액도 급감하기
시작했다. SIV의 위기는 SIV를 자회사로 둔 금융기관의 위기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Roubini et als., 2009; 미즈호총합연구소, 2008).
채무불이행의 연쇄가 발생하면서 2007년 초 MBS와 CDO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
했고, 미국 3대 은행의 주택대출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다. 2007년 4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츄리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했
다. 2007년 7월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헤지펀드
두 개에 대해서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미국 최대 모기지업체인 컨츄리와이드파이
낸셜(Countrywide Financial)이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
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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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준과 재무부의 대응: 손실의 세계화
2007년 8월 이후 미국 금융체계 전체에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유동
성 공급을 위한 연준의 지원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초 신용경색은 더욱 심
화되었어 금융위기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주요 대형 금융기관을 위협하
는 위기로 발전되었고, 실물경제로도 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8년 하반기에
위기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로 전파되었고,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구제를 받았다. 2009년 2월 이후 거시경제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기 시작했지
만 성장세를 회복하지는 못했다(Roubini et als., 2009; Duménil and Lévy, 2011).
2007년에 위기가 금융체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MBS와 CDO의 가격 하락폭은
더 커졌다. 이로 인해 메릴린치나 씨티은행 같은 투자은행의 자산이 급감했고, 투
자은행의 손실은 이들의 자회사인 SIV를 통해서 연쇄파급되어 ABCP 시장의 위기
도 심화되었다. 파생상품 시장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CDS의 프리미엄이 급상승
했고, MBS, CDO, ABCP 부실은 CDS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연준은 금리를 인
하하고,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대출을 증가시켰다(Duménil and Lévy, 2011).
연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2008
년 상반기에 신용경색 징후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위기는 유동성 위기와 모기
지 시장의 붕괴를 넘어서 금융체계 전반의 심각한 위기로 확산되었다. 2008년 3월
미국의 5위 증권회사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해 모건체이스은행에 의해서 인수·합병
되었고, 9월까지 나머지 4대 증권회사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우선 리먼브러더
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에서 분할 인수·합병되어 유럽 지사는 영국의 바클레
이즈 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사와 서아시아 지사는 일본의 노무라증권에 의해 인
수·합병되었다. 3위 증권회사인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인수·합병했
다. 또 세계 1위 보험사 AIG도 구제금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고, 미국
1위 저축대부조합 워싱턴뮤추얼뱅크는 모건체이스은행에 의해 인수·합병되었다.
2008년 하반기에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기는 더 확산되었다. 국책모기지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는 위기가 프라임론
으로까지 전염되었음을 의미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한
채권규모는 5조 3,000억 달러로 미국 모기지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Duméni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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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vy, 2011; Roubini and Mihm, 2010;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2008년 9, 10월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연쇄파산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체계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제로금리 정책을 포함한 연준의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
구하고 상업은행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더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서 실물
경제로 위기가 확산되었고, 미국의 거시경제는 붕괴했다.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
파되고, 미국의 거시경제가 붕괴하면서 전세계로 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재무
부가 부실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했
다(Duménil and Lévy, 2011).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과 재무부의 구제금융 및
재정적 자극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상반기까지 연준과 재무부의 대응이
서브프라임 대출과 관련된 제한적인 것이었다면, 2007년 9월부터는 양적완화정책
을 통한 연준의 악성부채 직접구매,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대출 확대, 금융기관 신
규지분에 대한 재무부 구매(‘자본확충’ 혹은 ‘국유화’), 조세삭감·보조금 등 경기부
양을 위한 재정적 자극의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Roubini et als., 2009;
Duménil and Lévy, 2011;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연준은 대출을 경제전반으로 확대하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금리를 5.25%에서 2%로 인하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2008년
10월에는 1%, 12월에는 0.25-0%로 금리를 인하해 제로금리정책(ZIRP)을 시행했다.
제로금리정책 이후에 연준히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정책은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6)
중앙은행에 의한 본원통화(monetary base) 신규발행을 의미하는 양적완화정책은
적자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채의 ‘화폐화’(monetize)를 의미하는데, 이는 금융기
관의 손실이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서 ‘사회화’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달러는 기
축통화이기 때문에 손실의 사회화는 사실상 손실의 ‘세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7)

6) 통화완화(monetary easing)의 방법에는 가격완화(price easing)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의
두 가지가 있다. 가격완화는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양적완화는 발권
량의 증가를 통한 통화량 증가를 의미한다(Mishikin, 2004)
7) 공개시장조작이 국채의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양적완화정책에서는 국채의
발생시장 자체가 문제가 된다. 공개시장조작에서는 국채의 수량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국채보유량을 변화시켜 본원통화의 수량을 관리한다. 반면 양적완화정책에서는
국채의 순추가발행량이 증가하며, 이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신규로 발행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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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관의 손실이나 미국 금융체계 붕괴로 인한 손실을 세계가 공동부담하
고, 미국은 통상적으로 금융위기에 수반되는 외환위기로 인한 긴축조치나 구조조
정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통화완화 정책과 적자재정의 확대를 통해서 위기를 수
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8년 9월에 시작된 1차 양적완화정책은 금융기관, 가계, 기업에 대한 단기대부
정책이었으며 1조 달러의 통화가 신규로 발행되어 국민소득에 대한 본원통화 비중
이 6%에서 15%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1차 양적완화정책은 단지 연준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일반적으
로 통화의 발행은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재무부증권) 구입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
러나 1차 양적완화정책은 연준이 MBS, ABS, CDO, ABCP 같은 민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구매하는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8) 또 연준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금융자산까지 구매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연준이 ‘최종대
부자’로서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과 소비자 금융의 역
할까지 수행한 것이다
한편, 재무부는

2008년 2월 ｢경제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에 따라 1,520

억 달러의 경기진작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2008년 10월부터는 1930년대 대불황에
준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그 핵심은 2008년 이른바 ‘폴슨 계획’으로 불린 ｢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EESA)에 따른 부실자산구
제계획(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TARP)이었다. 부실자산구제계획은 GDP의
5%에 달하는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조성해서 재무부가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인수에 직접 개입할 것을 규정했고, CDS를 판매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보험도 제공했다. 또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의 한도가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확대되었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도 긴급경제
안정화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10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임시유동성보장프로그램(TLGP)을 실행했고, 12
월에는 연준이 기간자산담보부증권대출제도(TALF)를 창설해, 학자금, 자동차, 신용
카드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에 기초를 둔 신규 ABS 발행을 지원했다. 폴슨 계획의
(Mishikin, 2008).
8) 1차 양적완화정책에서 연준은 1조 달러 이상의 국책모기지회사 MBS를 구매한 반면, 재무
무 증권 구매액은 3,000억 달러에 규모에 불과했다(Duménil and Lév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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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자금조달 프로그램 같은 비금융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추가되어
GM과 크라이슬러를 위해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에 총 850억 달러의 추가자
금이 투입되었다. 2008년말 시티그룹에 250억 달러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진 상황에
서, 목표투자프로그램(Targeted Investment Program) 200억 달러 추가로 투입했다. 자
본구매프로그램은 500개 이상의 은행에 2,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Roubini et als., 2009; Duménil and Lévy, 2011).
연준의 1차 양적완화정책과 재무부의 구제금융으로 2009년 2월 이후 거시경제는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했지만, 실물경제로 침체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대형 금융기
관들의 부실과 파산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크라이슬러(2009년 4월)와 GM(2009
년 6월)이 차례로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GM은 국유화되었다. 2008년말 실업률은
7.2%를 기록했고, 2009-10년에는 10% 수준까지 증가했다(Duménil and Lévy, 2011).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09년 2월 부실자산구제계획을 확대하는 2차 구제금융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금융안정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 FSP)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정부기관과 공사, 그리고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
자신탁기금, 연금기금 같은 기관투자가의 참여 하에 집행되는 1조 달러 규모의 민
관합동투자프로그램(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이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인

｢미국재건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도 시행되었다. 약 7,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재건재투자법
의 30%는 가계감세, 30%는 교육·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출, 10%는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 10%는 사회간접자본 관련 지출로 구성되었다. 또 2,75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소유자구매력안정화계획(Home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 HASP)도 발표되었다.
핵심은 주택소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유화된 국책모기지회사인 패니메
이, 프레디맥을 통한 간접지원이었다(Duménil and Lévy, 2011).
2010년 하반기부터는 연준의 2차 양적완화정책이 시행되었다. 연준은 6,000억 달
러의 장기국채를 구매하는 등 자산규모를 더 확대시켰고, 자산의 구성도 변화했다.
국채 구매가 다시 증가하면서 국채가 차지하는 규모가 커졌고, MBS 등 부실자산
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또 통화 발권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본
원통화가 1.94조 달러에서 2.62조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GDP의 6%
에 불과했던 본원통화의 GDP 대비 비중이 20%까지 상승했음을 의미했다.
2011년 9월 재무부는 4,47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재정지출로 구성되는 미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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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법안(AJA)으로 대표되는 즉 3차 적자재정정책을 제안했다. 또 연준은 2012년
9월부터 3차 양적완화정책을 시작해 2012년 12월까지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 구매하는 등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금을 투입했고, 매월 장기국채 450억
달러 구매해 장기금리를 낮추고 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2009년 이후 금융체계는 안정성을 회복했고, 거시경제도 안정을 유지했지만 실
물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재무부와 연준은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을 재건하는 정
책을 시행했지만, 겸업화의 금지 같은 본질적인 개혁은 취해지지 않았고, 금융시장
을 교란해 위기를 증폭시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도 미진했다(Roubini and Mihm,
2010; Helleiner, 2011: 69-76;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개혁 시도가 갖는 한계는 도드-프랭크법안(Dodd-Frank Act)
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잘 나타났다. 도드-프랭크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금융개혁을 위해서 2010년 7월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으로 3,500쪽에
걸쳐 400개 법안을 담고 있는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대의 금융개혁법안이다. 도
드-프랭크법안은 시스템리스크 예방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와 은행들에 대
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과 자본확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
해 신설되었다. FSOC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
단되면 연준이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또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를 위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증권
거래소 상품선물거래소에 부여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
(CFPB)가 연준 산하에 설치됐다. 또한 모기지대출제도를 개선해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기지대출
상환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로 불리는 상업은행의 고위험 투
자 금지, 즉 겸업화 금지조항이다. 이 때문에 도드-프랭크법안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세부 규정 마
련이 지연되면서 2012년 이후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은행 예금보험금 상향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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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여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의 경우에도 그 시행이 유예되거
나 연기되어 2015년 7월과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도드-프랭크 법안을 토대로 한 미국의 금융개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것을
지지할 세력 역시 취약한 상황이다(Kirshner, 2014a).9)
미국 국내적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제도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 1988년
의 바젤협약(Basel Accord)과 이를 발전시킨 신바젤협약(Basel II)은 오히려 시장친
화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왔다. 금융위기 이후 G20은 1999년 설립된 금융안
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을 금융안정화위원회(Fianacial Stability

Board: FSB)로 확대했지만 실제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통적인 은행 이
외의 투자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같은 행위자들이나 새로운 금융상품들은 규제 대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Helleiner, 2011: 69-76).
오히려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이나 재무부의 구제금융은 미국이 달러 발권이익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기에 대한 대응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화발권량을 증대시켰고, 국채발행량도 증가시켜 적
자재정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했다.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준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대폭 증
가시켰다. 또 3차 적자재정정책과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무부는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했고, 연준은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시행하지 않고 제로
금리정책을 지속했다. 양적완화는 달러에 대한 외국 정부와 세계시장의 신뢰로 인
해서 가능했지만 미국 재무부증권을 보유한 국가들에게는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을
야기했고, 세계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였다. 위기의 근본원인
인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
서 미국이 달러 발권이익을 극대화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손실의 사회화,
나아가 손실의 세계화를 통해서 위기에 대응했던 것이다.

9)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도
드-프랭크 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천명했다. 특히 트럼프는 ‘볼커룰’에 불
만을 표시한 대형금융기관 등의 금융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체계 전반에 유동성 공급을 제약하는
각종규제를 대폭적으로 철폐해야 함을 강조했다(Financial Times, July, 4th, 2017,
https://www.ft.com/content/8ba08c2a-26ae-11e7-8691-d5f7e0cd0a16?mhq5j=e3, 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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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전략적 고려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쇄신을 가능하게 한 금융화가 갖는 모순
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통화·금융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위기에 대응했
지만, 2000년대 초반의 주식버블 붕괴에 이어 부동산 금융도 위기에 빠지며서 부
채의 누적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확대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또 미국 장기
침체를 둘러싼 논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전망 또한 밝
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은 글로벌 불균형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는 데 있다. 손실의 세계화를 통한 대응 또한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에 기반한 금융세계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거나, 대안을 모색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세계적 저축과잉론’을 근거로 자국 경제의 조정을 회피하고 글로벌 불
균형의 조정 비용을 채권국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이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있는 글로벌 불균형
조정 방식은 흑자국들의 협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긴장과 갈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헤게모니 분석이 보여주듯 미국은 군사력에서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동원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미국의 대외적 정당성 또한 크게 침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일방적인 전략적 목표의 추구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1)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
앞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미국의 쇠퇴와 관련된 논쟁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
로 반복되어 왔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
적·이데올로기적 능력에 관한 의문이 확산되면서 미국 헤게모니와 관련된 논쟁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미국 헤게모니에 관한 실질적인 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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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 간주되면서 금융위기 이후의 논쟁은 세계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에 관한
전망들과 결합되기도 했다(Kirshner, 2014a; Duménil and Lévy, 2011; Overbeek and
van Apeldoorn, eds., 2012; Wallerstein, 2011; Arrighi and Lu, 2009; Layne, 2009).
금융위기 직후 논쟁을 주도한 것은 미국 쇠퇴론이었다. 미국 쇠퇴론의 주된 논
거는 재정적자와 과소비, 그리고 과도한 군사적 팽창이었다(Bacevich, 2008; Kolko,
2008; Mandelbaum, 2010). 또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른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이나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축통화로서 달러
의 지위도 불안정해졌다는 진단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는 거시경제적 자율성과 국
제수지 균형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구조적 권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동시
에, 군비감축, 그리고 적성국의 달러 투매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했다(Kirshner, 2014a; Kirshner, 2014b, 2009; Calleo, 2009; Cohen, 2009)
그러나 상대적인 쇠퇴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 징후나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도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통화·금융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
후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달러위기와 연관된 핵심문제인 글
로벌 불균형의 전망, 이중적자·삼중적자의 누적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지속 가능
성, 미국 경제의 기술적 구조의 변화와 장기적 성장전망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
다. 또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첨단장비나 기술에 대한 고려가 충
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쇠퇴론이 흔히 사용하는 GDP나 교역량, 국방비 지출의
증감만으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Beckley, 2011; Brown, 2013; Joffe, 2014).
우선 군사력에서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우선 미국의 군비지출 규모가 다른 모든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아래의
<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군비지출은 세계 군비지출 총액의 40%
수준이며, 주요 국가들의 군비지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크다. 또 미국 군비지출
액의 85-90%는 해외에서 지출되고 있다(Brown, 2013: 36-37).

제4장. 2007-08년 금융위기와 미국의 세계전략 179

<표 4-1. 세계 군비지출 순위>
국가

지출액(10억 달러)

순위

GDP 대비 세계군비 지출에서
비중(%) 차지하는 비중(%)
(2010년) (2010년 / 2012년)

2010년

2012년

2010년

2012년

1

미국

미국

698

660

4.8

43 / 38

2

중국

중국

119*

102*

2.1*

7.3* / 5.8*

3

영국

영국

59.6

61

2.7

3.7 / 3.4

4

프랑스

러시아

59.3

60

2.3

3.6 / 3.4*

5

러시아

일본

58.7*

59

4.0*

3.6* / 3.3

6

일본

사우디

54.5

52.5

1.0

3.3 / 3.0

7

사우디

프랑스

45.2

48

10.4

2.8 / 2.7

8

독일

독일

45.2

40

1.3

2.8 / 2.3

9

인도

인도

41.3

38.5

2.7

2.5 / 2.2

10

이탈리아

브라질

37.0

35

1.8

2.3 / 2.0

출처: SIPRI(SIPRI Yearbook), *는 추정치
또 미국은 군비지출 규모나 군사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힘의 투사능력에 있어서
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미국은 장비와 무기의 수준에서 압도적인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해·공군력이다. 미국은 압도적인 해군 전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해군력 규모 2-14위 국가의 전력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수준이다. 핵잠수함, 핵항모, 해상공중전력 등에서 미국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공중급유 능력, 폭격기, 수송기,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
력, 정밀타격 기술 등 공군 전력에서도 미국에 필적할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Work,
2008; IISS, 2012; Bumiller and Shanker, 2011; Bergen and Tiedemann, 2011).10) 이처
럼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전세계적인 투사력을 가진 국가이며,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지역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Barnett, 2009; Gelb, 2009).11)

10) 1900년 영국의 해군력은 2-8위 국가의 해군력 총합의 50%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군사
력의 우위는 경이로운 수준이다(Joffe, 201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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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국가의 과도한 군사적 팽창을 비판하는 ‘제국적 과잉팽창’(Kennedy,
1987)의 논리는 미국의 쇠퇴를 주장하는 데 가장 흔히 동원되는 논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헤게모니 국가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잉’ 팽창의 임계점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11년 현재 해외주둔 미군 병력은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며,
GDP에서 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5%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 때
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과잉전개되어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쇠퇴를 재촉할 것이
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2차 세계대
전 시기 미국의 군비지출은 GDP의 40%, 한국전쟁 시기에는 14%, 베트남전 시기에
는 10%에 달하기도 했으며, 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에는 5.7%를 기
록하기도 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비지출은 GDP의 4.5%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군비지출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군사력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군비지출의 경
제적 영향이다(Joffe, 2014: 102; Brown, 2013: 5, 36-37).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관한 우려나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여전히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미국 쇠퇴론의 근거
로 흔히 인용되고 있는 GDP의 상대적 규모에서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미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3배, 중국의 2배 규모이다. 또 EU의 경우
GDP 규모에서는 미국보다 더 크지만,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이라는 측면에서
EU를 단일한 경제적 행위자로 보기는 어렵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예외적인 시기
를 제외하면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체로 일정했고, 1인당 GDP
에서는 중국 같은 경쟁국에 비해서 미국의 우위가 더 두드러진다(Joffe, 2014:
73-88; Brown, 2013: 54; Beckley, 2011).
미국 경제의 진로에 관한 논쟁에서는 GDP나 무역규모 같은 양적지표들 보다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나 금융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이 더 첨예한 쟁점을 형성했다.
우선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낙관하는 입장은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에 의존하고

11)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중
국의 군사적 현대화가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중
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적 현대화를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내륙/육군 중
심의 군사력 편재를 해양/해·공군 중심으로 전환해 대외적 투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중국
은 둥펑21(東風 21/DF-21D) 미사일을 통해서 장거리에서 미국 항공모함 공격능력 확보하고,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반접근 전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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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국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했다. 이러한 주
장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IT에서
의 우위는 확고하다. 또 노동생산성 또한 중국은 물론,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높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적 성장전망은 밝다. 또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부분
적 교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시스템을 가
지고 있다(Cette and Bourkès, 2007; Becker, 2010; Lund et als., 2013; Stokes, 2014).
중국의 경우 섬유 등 단순 상품 수출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상품 가
치의 50-75%를 차지하지만, 컴퓨터, 지식정보 산업 등의 수출품에서는 그 수치가
25% 수준, 하이테크 상품에서는 15% 내외로 낮아진다. 또 중국이 생산하는 하이테
크 제품의 경우에도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Koopman, Wang and Wei, 2008; Brown, 2013: 112).
금융과 기술에서의 우위에 기반한 새로운 축적구조가 미국 헤게모니의 안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보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금융혁명이나 정보·통신혁명은
미국 헤게모니의 형성기에 나타났던 혁신에 버금가는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했
다. 또 1980년대는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기의 시작이
며, 1990년대의 신경제는 헤게모니의 부활을 상징했다. 신경제 하에서는 노동생산
성이 향상되고 이윤율이 상승하며,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혁신이 나타나는 등 안정
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축적구조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미국 헤게
모니 또한 새로운 상승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Duménil and Lévy,
2006; 2001a; Cumings, 2009; Panitch and Gindin, 2003, 2005, 2012).12)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에 근거한 미국경제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인 평가는 문제
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효과와 양상은 영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팽창기의 1차
산업혁명(증기기관, 면방적 산업),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팽창기의 2차 산
12) 1990년대까지 뒤메닐은 1980년대 이후의 이윤율 상승이 이윤율의 하락추세를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수 없으며, 결국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Duménil and Lévy, 1993, 1998).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뒤메닐은 금융화를 이윤
율 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반작용이 아니라 이윤율의 새로운 상승국면의 시작으로 해석한다.
특히 그는 신경제에 주목해서 신경제와 정보혁명을 20세기 초반의 혁신에 준하는 새로운
성장국면의 주요 동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의 신경제 붕괴나 2007-09년
금융위기는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이러한 성장세를 교란하는 부분적인 위기일 뿐이라는 것
이다(Duménil and Lévy, 20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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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전기 및 내연기관, 자동차산업)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1·2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상승효과가 100년 가까이 지속된 것과 달리, 1960
년대에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상승 효과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1990년대 신경제의 노동생산성 상승효과는 자본장비율의 급속한 증가
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단위 생산성 증가에 그만큼 고정자본
지출이 크다는 의미로, 자본생산성과 이윤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의
제조업 이윤율은 1990년대 초반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의 2장
의 <표. 2-5>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팽창기였던 20세기 초의
기술변화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자본장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수반하지 않았다.
또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노동의 대체와 생산성의 향상은 점차 소비자 편의, 엔
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로 변화했다. 이러한 양상은 새로운 소비 기회
를 창출했지만, 기계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효과는 제
한적이었다(Gordon, 2012, 2016).13)
오히려 1990년대의 이윤율 상승과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이 금융부문이었고, 정
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과열된 주식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신경
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 자체보다는 금융화가 미친 영향
이다. 특히 반주변부·주변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나 신경제 붕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금융적 축적의 안정성에 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 미국의 금융화가 이중적자의 누적에 기초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화에
기반한 성장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토대가 될 수는 없다.
2007-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러한 자본수입에 기초한 금융화의 확대
는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지속적인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서 달러가 유출되면,
유출된 달러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이중적자의 누적이 달러의 지위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
13) 미국의 경제성장을 연구한 고든(Gordon, 2012, 2016)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9세기 후
반까지 그 효과가 지속된 증기기관, 면방직공업을 1차 산업혁명으로, 19세기 후반에 시작되
어 20세기 중·후반까지 그 효과가 지속된 전기, 내연기관, 자동차공업을 2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한다. 1960년대 이후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인터넷은 3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
소들이다. 고든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또 전
후방연쇄효과, 자본스톡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이 미치는 영
향은 과거의 산업혁명, 특히 미국 헤게모니의 물질적 팽창기에 조응하는 2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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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와 관련된 논쟁은 달러의 지위,
그리고 그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으로 집중되고 있다(Eichengreen,
2011; Bergsten ed., 2009; Kirshner and Helleiner, 2009; Kirshner, 2014a).
그러나 동시에 금융위기 직후 ‘안전자산으로의 도피’(flight to quality) 현상 속에
서 달러 가치가 상승세로 반전되는 역설이 나타났으며, 미국은 공공부채의 급증에
도 불구하고 양적완화와 구제금융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우위
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은 미국 이 더 이상 미국 자신만의
능력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과거 G7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채권국들을 포함하는
G2014)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는 점이다.
2010년 국가안보전략(the White House, 2010: 1-6) 역시 미국의 힘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신흥국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0-90년대를 경유하면서 미국이 갖는 우위의 원천이 금융에서의 우위와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기축통화 발행국이 향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율성에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이중적자의 과도한 누적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의 조정 비용을 전가하거나 조정을 연기하면서 금융적 팽창에 기초해서 장
기간의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다. 또 미국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우위를 활용해서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면서 “손실의 세계화”를 통
해서 위기에 대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의 이중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미국 외부의 달러 잉여가 미국으로 환류되는 메커니즘이다. 1980-90년대에
그 핵심이 중동의 석유달러, 서유럽과 남미의 자본도피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동아시아 수출달러가 가장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준비금 보유는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
했고, 중국이 세계 무역질서로 통합되면서 그 규모는 더 커졌다. 2000년대 초반 중
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
자는 더 커졌고, 이에 따라 미국으로 환류되어야 하는 달러의 양도 더 커졌다. 그

14)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 재무장관 회의체로 결성된 G20은 G7과 달리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같은 신흥국들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첫 번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은 G20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공조의 기본적인 틀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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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2007-08년 금융위기는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이 더 이상 불가피해졌거
나, 아니면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채권국의 협력
이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주었다.
구조적인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대안적인 성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15) 따라서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에 기반한 금융세계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불균형을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확
립해 조정비용을 전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전략으로 국한되지 않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가
장 중요한 대상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전략을 전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특별히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글로벌 불균형 논쟁과 조정의 필요성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연준과 재무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지위 및 거시
경제적 조정과 관련된 논의는 글로벌 불균형에 기반한 금융세계화의 지속가능성으
로 집중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글로벌 불균형이 급속히 확대된 2000년대 초
반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었는데, 논쟁의 주요 쟁점은 글로벌 불균형의 책임 소재
와 조정방안, 지속가능성 등이었다(Wolf, 2008).
15)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2013년 11월 IMF 컨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장기침체를 언급한 이
후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서머스를 비판하고, 크루그먼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장기침체와 관
련된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서머스(Summers, 2013, 2016)에 따르면 금융위
기 이후 저성장과 소비·투자위축이 새로운 균형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
재정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스탠리 피셔(S. Fischer) 연준 부의장 또한 장기침체의 가
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버냉키 전 연준의장은 제로금리 정책, 혹은 마이너스 실질금리 정
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냉키(Bernanke, 2015)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저축과잉이 침체를 유발했음을 지적하면서 이 국가들이 내수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고 외환보유고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직후의 적자재정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해법을 따르건 관건이 되는 것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어떤 전망을 따르건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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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브레튼우즈 II” 논쟁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둘러싼 논쟁은 불균형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2000
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조정 비
용의 부담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갈등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고, 관련 논쟁 역시 이
론적인 견해 차이 뿐만 아니라 국가간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매우 첨예한 형태
로 진행되어 왔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와 국제정치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7-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논쟁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안정성과 지
속가능성,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전망한 논의들의 근거는 이른바 “브레튼우즈 II
체제”가 제공하는 상호이익,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의 우위와 미국의 통화권력에
관한 주장으로 구별될 수 있다. 글로벌 불균형의 위험성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전망한 주장의 근거는 미국의 적자가 야기하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이중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달러 지위의 약화, 금융버블의 지속불가능성 등이었다.
도이체방크 경제학자인 둘리, 포커스-란다우, 가버(Dooley, Folkers-Landau, and
Garber: 이하 DFG)는 2000년대 미국과 동아시아(중국)의 글로벌 불균형을 “브레튼
우즈 II 체제”(이하 BW II), “브레튼우즈 체제의 부활”(revived Bretton Woods
system)로 개념화했다. 이들에 따르면 BW II는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심부(미국), 그리고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에 기반해서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주변부(동아시아)로 구성된다.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 국가
의 통화를 대규모로 보유함으로써 기축통화의 지위를 보조해주고, 이를 중심부 국
가의 금융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자본수출을 통해서 중심부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한다. 중심부 국가는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국으로 유입된 자본을 다
시 주변부에 투자하며, 기축통화 발권력을 활용해서 세계경제에서 최종소비자로
기능한다. DFG에 따르면 주변부의 수출과 중심부의 소비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으
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관계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이다(DFG, 2003, 2004; James,
2009). 아래의 <그림. 4-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외부로
부터의 순자본유입을 통해서 상쇄되고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안정적으로 작동
할 수 있다는 것이 DFG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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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으로의 순자본유입>

순자본유입
경상수지

출처: BEA(NIPA)
BW II라는 명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브레튼우즈 체제
와 BW II의 유사성이다. 이들에 따르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의
유사한 기능적 분화가 나타났으며, 단지 주변부를 구성하는 국가가 서유럽과 일본
이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DFG에 따르면, 브레튼우즈 II 체제는 명목상 변동환
율제이지만 달러의 안정성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지해주고 있어서 실질적
으로는 고정환율제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위해서 달러 준비자산을 누적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소진되는 향후
10-20년 간 이러한 메커니즘은 과거의 브레튼우즈 체제처럼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11>은 200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순자본유입액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그림. 4-12>는 정부 투
자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액이 압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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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미국으로의 순자본유입의 지역별 비중>
유럽

남미

아시아

출처: BEA(NIPA)

<그림 4-12. 외국 정부의 미국투자액>

아시아

유럽
기타

출처: BEA(NIPA)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와 BW II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DFG의 이런 주장에 대
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1960년대 주변부를 구성했던 국가들이 유사
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었고 미국과 안보적으로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것과 달
리, 현재의 주변부는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BW II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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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
서도 국제통화체제는 취약했고, 환율 안정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쉽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Eichengreen, 2004; 2007; Roubini and Setser, 2005: 47).
DFG의 가장 큰 문제는 는 미국경제의 금융화나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DFG의 논리와 달리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보
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미국 재무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미국으로 환류된 수
출달러가 효율적인 미국 금융시장을 매개로 다시 동아시아로 투자되어 지역의 성
장을 이끈다는 논리 역시 문제가 있다. 미국의 대외투자는 대부분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비롯한 단기적인 금융투자이며,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중상당 부분을 화교자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Krippner, 2010: 47-51; Goldstein,
2006; Ohashi, 2005: 83)
한편, 미국 금융시장의 우위도 글로벌 불균형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주된 논거
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으로 흑자국들의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미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신경제 시기
에 미국 금융시장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했으며, 2000년대에는 수익성은 낮아졌지
만,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인 미국 재부무 증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불
균형은 미국 금융의 우위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Cooper, 2005).
미국의 우위를 강조하는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통화권력, 즉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통해서 글로벌 불균형이 유지된다는 주장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모든 통화는 통화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가치를 기준이 되는 특정
자산에 고정할 수밖에 없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금이 그러한 기준점(“monetary
anchor”)의 역할을 했다면,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 달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사실상 달러에 고정시
키고 ‘미국의 일부’가 되는 전략을 통해서 취약한 자국 통화의 안정성, 나아가 거
시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McKinnon, 2007).16)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상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
하해서 흑자를 누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이익이 발생해 글로벌 불균형이 유

16)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가 공식적이고 강한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면, BW II 하
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서 더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달러에 페그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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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있다는 DFG의 주장과 달리, 미국 금융시장의 우위나 통화권력을 통한 이
러한 설명은 현재의 시스템이 상호이익이나 호혜성이 아니라 미국의 우위로 인해
서 유지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비록 2000년대의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
며,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달러의
가격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안정성에 관한 비판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전망 역시 주로 이
러한 지점과 관련되어 있었다. 우선 미국의 과도한 적자가 갖는 문제가 제기되었
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유지되던 시기 미국은 대부분 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순국제투자지위도 양(+)의 값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대 미국
은 막대한 이중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순자본수입국이었다. 이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글로벌 불균형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전망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던 것이다(Eichengreen 2004: 11-12; Krugman, 2007; Edwards, 2004;
Roubini and Setser 2005: 11; Obstfeld and Rogoff, 2005; Wade, 2003; Frankel, 2006).
미국의 이중적자를 보전해 주는 동아시아 국가의 자본수출은 통화·금융에서 미
국이 갖는 우위를 방증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흐름이 교란될 경우 미국경제는 물
론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달러
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거나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채권국들이 달러 자
산을 투매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Andrews 2008; Helleiner 2008; Kirshner 2008b). 현재 글로벌 불균형 구조의 특
징, 즉 중국이 달러와 미국 소비시장에 의존하고, 미국은 중국의 수출달러 환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은 상호이익이 아니라 ‘금융공포의 균
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균형 구조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표시자산의 투매의 공포,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채권국의 입장에
서는 미국의 방만한 거시경제정책으로 인한 달러 가치하락과 자국 보유자산의 가
치 폭락의 공포라는 ‘금융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자가 동아시아의 정부인 상황에서, 아래의 <그림.
4-13>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주로 국채에 집중되어 있다
는 사실은 이중적자가 단순히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임을
함의한다.

19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림 4-13. 외국이 보유한 미국 금융자산 구성>

출처: Eichengreen, 2011
또 자본통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달러에 자국통화를 페그하고, 환율안정성을 유
지하기 위한 국가개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 구조의 지속을 위한 비
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Eichengreen, 2011: 28, 2007). 환율안정
을 위해서 흑자국들은 달러를 불태화해야 하는데, 이는 신용 및 통화의 팽창으로
인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과잉투자와 버블 등 등 상당한 비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Duncan, 2005).
대표적인 것이 중국 불태화정책의 사례이다. 중국은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민간 보유 달러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달러를 흡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은 은행 신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저금리의 불태화 채
권을 강제 보유하게 함으로써 상업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제공하는 채권의 금리는 미국 재무부증권
금리보다는 높으므로 중앙은행 자신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통화가치 변동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나아가 중앙은행이 민간의 달러를 완전
히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달러시장이 형성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저금리에 미국에 자금
을 대부해주면서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
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Goldstein and Lardy, 2005; Eichengre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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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논쟁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낙관론과 미국경제 연착륙론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의 안정적 지속을
주장했던 낙관적 전망과 달리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중적자의 누적이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불균형과 그에 기반한 금융세계화의 위험을 강조
한 경착륙론(Eichengreen, 2007; Roubini and Setser, 2004, 2005; Obsfeld and Rogoff,
2001, 2005; Kirshner, 2008; Helleiner, 2008; Andrews, 2008; Krugman, 2006; Edwards,
2004; Feldstein, 2008; Frankel, 2006)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이
해외 자금 유입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달러화 투매가 아니었고, 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달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착륙론의 주장 역시 현
실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달러화 준비자산을 더욱 증대시켰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이자율의 극적인 인하와 달러의 평가절상을 가져왔다. 또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이나 재무부의 구제금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달러
발권이익을 활용해서 외부의 자본을 동원함으로써 위기를 완화하고, 위기 해결을
위한 사실상의 국제공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
고전적인 경착륙 시나리오는 외부로부터의 유동성 공급 중단과 미국경제의 수
축, 나아가 달러위기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로부터의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서 달러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경착륙론의 주장과 달리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통화·금융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했으며, 오히
려 그것을 극대화해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 아래
의 <표. 4-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식 외환준비금 구성에서도 달러는 기축통
화 지위를 유지했다.

<표 4-2. 공식 외환준비금 구성>
1976

1981

1990

2001

2003

2011

2013

달러

76.1%

59.2%

50.1%

66.9%

64.1%

62.3%

61.3%

유로

-

-

-

16.7%

19.7%

24.7%

24.4%

엔

-

3.9%

8.1%

5.5%

4.7%

3.6%

3.8%

출처: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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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과 재무부의 대응은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인 통화·금융권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연준은 MBS나 CDO같은 악성부채를 직접
구매하고,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제공했으며, 재무부는 소위 ‘자본확충’ 혹은 ‘국
유화’라고까지 불린 조치들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규지분을 구매하는 등 정부기관
이 민간 메커니즘을 대체했다. 또 재무부는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을 대폭 확대해 수요 자극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조세를 삭감했으며, 연준은
대규모 융자와 보증을 확대했고, 금리도 인하했다(Bergsten, 2009; Duménil and
Lévy, 2011). 연준과 재무부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했
고,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위기가 수습되어 가는 과
정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이후의 논쟁은 불균
형의 책임과 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금융위기 직후에도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이나 달러의 지위에 대한 낙관론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DFG(2009)는 금융위기 직후 발표한 글에서 위기가 BW II
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위기 전개 과정에서 중심부로의 자본 이동이라는
BW II의 기본원리는 훼손되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 이외에 주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었기 때문이다(DFG,
2009: 16, 310-311). 그러나 DFG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금융
시장이 안정을 회복해야 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통해서 중국(동아시아)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또 미국 시장이 갖는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BW II
메커니즘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맥키넌(McKinnon, 2009)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가격 안정, 환율 안정을 위한 통화가치 고정의 기준점(monetary anchor)으로서
달러의 역할로 인해서 글로벌 불균형과 달러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
망을 제시했다. 미국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뢰할만한 통화의 공급자로 남는
한, 외국 정부들은 달러 페그와 달러 준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맥키넌
의 낙관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발생하지 않을 경
우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낙관론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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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불균형 조정의 긴급성: 달러 발권이익의 유지
미국 이중적자에 관한 온건하고 점진적인 조정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선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2-3% 선으로 감소해야 하며, 연방부채가 GDP의
50% 이하로 감소해야 한다(Bergsten, 2009; Cline, 2009; Johnson and Kwak, 2012).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을
위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구조적인 변화나,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과 관
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다.17)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된 달러가치는 2009년 말에는 달러위기가 발생
했던 197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
가 증가한 결과 더 많은 달러 유동성이 외부로 유출되었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기능했고, 신경제 붕괴 이후에도
미국이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면서 달러 유동성을 다시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중적자 누적과 달러의 가치하락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달러에 대한 통제
력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달러위기의 임계점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나 역사적 선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달러위기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 ‘벤치마크’로는 주로 달러와 금의
상대적인 가치변동, 즉 금값의 변화가 사용된다.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한 1971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달러의 실질 금가치는 2016년 달러 기준으로 온스당 200달러
였다. 달러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79년 그 수치는 2,000달러를 돌파했고, 1980년
에는 역사상 최고점인 2,638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가치는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되어 2000년대 초반 400-5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금값은 2002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데, 금융위기 시기인 2008-09년에 1,000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이
는 2007-08년 금융위기가 달러위기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평균 금값은 2011년에 1,900달러를 소폭 상회한 이후 2012년에 1,700달러 수
준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약달러 정책이 지

17) 버냉키 연준의장 역시 2011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잭슨
홀회의 개회연설에서 재정위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2012년 11월 20일 ｢경기회복
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옹호하면서 적자재정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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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면서 금값이 상승하자 달러위기과 관련된 전망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
값은 2013년에 1,40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6년에는 1,100달러 수준으로 하락
한 이후 2017년 1,300-1,4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약달러 정책이 지속되면서
2012년에 금값이 2,000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 때문에 2012
년 이후의 금값은 1,000-1,500달러 사이에서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7-08년 금융위기의 발생이 방증하는 것처럼,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가 미국 금융
체계를 붕괴시키고 달러의 지위를 위협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GDP의
100%를 상회하는 대외부채와 연방부채, GDP의 5-6%를 상회하는 연간 경상수지적
자와 재정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Bernanke, 2012).
특히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달러 유출을 상쇄할 수
있는 금융세계화의 확대가 한계에 직면했으며, 미국 경제의 장기성장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는 측면에서도 불균형의 조정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미국이 재정적자와
대외적자 규모가 더 커진 상황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금과 같은 대응책을 구
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될 것이며,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에 기초한 금융세계화를
완전히 역전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Bergsten, 2009; Cline, 2009; Duménil and Lévy, 2011; Johnson and Kwak, 2012).
금융위기 이후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반전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위기에
도 불구하고 달러의 우위는 확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양적완화정책과 구제금융
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재정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외국 정부의 재
무부증권 구매량도 증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 메커니즘도 지속되었다. 특
히 위기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달러 환류였다. 양적
완화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연준의 자산에서 재무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
소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것은 결
국 외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과 외부 자본 유입
에 기초한 금융세계화를 중단시킬 의사가 없거나, 대안을 모색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2000년대 미국은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적 우위를 토대로 금
융 주도 성장에 주력했고, 부채에 기초해서 세계시장의 ‘최종 소비자’로서 기능했
다. 그러나 외부의 자본유입을 통한 투자와 소비라는 선순환은 지속적 자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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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불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의 주식시장에 이어 2007-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금
융도 붕괴하면서 금융세계화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
을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부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금융화
는 한계에 직면했지만, 금융주도 성장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억압과
금융세계화의 중단은 불가능하고, 미국의 이익도 아니다.
지난 30년 간 이중적자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해서 금융위기에 대응했다. 또 미국의 이런 우위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
성도 있다.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경제적 부담을 다른 지역으
로 이전시키거나,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에서의 우위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의 자본
을 흡수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소비시장에 압도적으로 의존하
는 동아시아 수출달러 환류가 갑작스럽게 중단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위기를 예방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Vasudevan, 2009). 미국의 이중적자 누적과 글로
벌 불균형의 확대로 인해 달러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 헤게모니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토대였던 거시경제적 자율성이
나 국제수지 균형의 유연성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중적자의 누적에
따른 달러로부터의 이탈은 군사·안보적 우위를 비롯한 미국 헤게모니의 다른 측면
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미국의 대전략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Duménil
and Lévy, 2011; Posen, 2009; Kirshner, 2009, 2014).
미국이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통화·금
융권력의 우위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은 달러 발권이익에 토대를 둔 금융관리 메
커니즘을 이용해서 금융위기에 대응했고,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미국의 우위가 다
시 확인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달러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중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비해 우월한 위기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
가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
을 유지할 수 있다(Cohen, 2006; Andrews, 2006).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달러위
기를 예방하고 달러 발권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Vasudevan, 2009). 그러나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한 금융주도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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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인해서 연방정
부 부채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달러에 대한 통제권과 달러 발권이
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불균형
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채권국들과의 조정이 중요하다(Duménil and Lévy,
2011; Eichengreen, 2011; Vermeire, 2014). 나아가 이러한 조정의 과정에서 조정 비
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정
치적·안보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2) 미국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전략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화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해서 헤게모니를 강화해 온 미
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2007-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금융불안정성 관리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을 지속가능한 수
준에서 조정하고, 채권국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금융세계화를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미국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① 조정의 책임: 저축과잉 對 통화과잉·소비과잉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가까운 주류 정책결정 집단의 입장은 이른바 ‘세
계적 저축과잉’(global savings glut)(Bernanke, 2005)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균의 문제
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버냉키 전 연준의장에 의해서 공식화된
바 있고,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환율조정이나
서비스·금융·투자 개방 등을 요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근거이기도 하다.18)
저축과잉론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외환시장
에 개입한 결과 달러화를 과도하게 축적하면서 세계적 저축과잉이 발생했다. 흑자

18) 이미 2003년 6월 16일 존 스노우(John W. Snow) 당시 미 재무장관이 미국 무역적자의 확
대 원인으로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위적 환율절하를 지목한 바 있다. 뒤이어 2003
년 7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당시 연방준비은행 의장 그린스펀 역시 아시아의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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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은 안전자산인 미국 재무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잉여자본을 미국에 다량
투자해서 주가 상승과 달러화 강세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수입수요가 증
가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또 과도
한 잉여자본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버블이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2007-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저축과잉론은 글로벌 불균형은 물론, 금융위기의 원인이 세계적 저축과
잉,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위적인 평가절하와 그에 기반한 경상수지 흑자에 있
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수출 국가들의 과도한 저축으로 인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
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통화 완화정책을 유지해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로 기능하
면서 수요를 유지해 세계경제의 침체를 예방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촉진
했다.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 하에서 미국이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한 비용을 치른
반면, 흑자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로부터 경제성장이라는 편익을 취했다는 것
이다(Wolf, 2008).
저축과잉론에 따르면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해결책의 핵심은 미국의 거시경제정책이 아니라
흑자국들의 정책전환이다. 또 흑자국들이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로부터 커다란 편
익을 취했기 때문에 조정 비용 역시 흑자국들이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흑자국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자국 통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중단해야 하고, 또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금융자
유화를 통해 세계자본의 흐름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축과잉론의 주장
이다(Bergsten, 2009; Wolf, 2008; Bernanke, 2005).
반면, 저축과잉론을 비판하는 ‘통화과잉’, 혹은 ‘소비과잉’론은 글로벌 불균형과
금융위기의 책임이 미국의 통화과잉과 소비과잉, 즉 방만한 거시경제정책과 과소
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잉여달러가 미국으로 환류되는 기반이 된 통화 완화
정책과 신용팽창,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세계화의 심화는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해서
헤게모니의 쇠퇴를 역전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Duménil and
Lévy, 2004a; Eichengreen, 2011).
또 미국이 전세계의 달러 유동성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과잉 문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미국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주식시장 버블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무역 흑자를 증가시켰으며, 연준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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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 신경제 붕괴와 주식시장 침체에 대응해서 공격적인 통화팽창과 신용완
화 정책을 추구했다. 달러의 지위 유지와 미국 소비시장의 수요 증가에 이익을 가
지고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흑자를 재무부증권을 비롯한 미국 금융시
장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환류시켰다. 이로 인해 자산시장과 신용공급이 더 큰 규
모로 팽창했고, 그 결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신흥국 중앙은행의 달러 준
비금 축적이 증가했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형 확대의 일차적 책임은 동아시아 국
가들의 중상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주도 성장과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통화정
책에 있다(Roubini, Nouriel, et als., 2009; Vermeire, 2014).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최종소비자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저축과잉
론이 그것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하고 수동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화과잉론·소비과잉론은 달러 발권이익이라는 구조적 권력을 활용
한 자기이익 추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저축과잉론의 주장과 달리 글로벌 불균형
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었다. 막대한 이중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시경제적 자율성을 향유하면서 이중적자의 조정을 연기했고, 팽챙적인 통화정책
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자신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은 위기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위기의 악영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국가였다(Vermeire, 2014).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통화과잉론·소비과잉론의 해법은 미국의 정책전환
을 강조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 감축, 금리의 점진적 인상 등 긴축
조치를 통해서 소비를 감소시키고 달러에 대한 대뇌외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 외부 자본의 유입에 의존하는 금융주도 성장레짐을 개혁하고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전략의 조정도 필요하다(Eichengreen, 2011: 273-285).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증권을 보유하는 이유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 역
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흑자국들이 달러 준비자산을 다량 보유하는 이유는
대체로 상호이익(DFG, 2003, 2004), 안보적 고려(Spiro, 1999; Zimmermann, 2002;
Murphy, 2006; Gavin, 2004; Calleo, 1982, 2009; Posen, 2009), 자국 통화가치와 거시
경제적 안정(Bowles and Wang, 2006; Cohen, 2008; Wade, 2004) 등으로 설명된다.
안보적 고려를 통한 설명은 주로 냉전기 서독과 일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달러 자산 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며, 일본의 외환보유를 설명하는 데는 여전
히 유효하다. 실제로 일본은 2007-08년 금융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미국에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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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협조한 국가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중국을 제치고 미국 재무부증권을 최
다 보유국의 지위를 되찾았다. 일본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증자에 참여했고,
노무라증권은 리먼브러더스의 동아시아·태평양지사와 서아시아 지사를 인수했다.
또 일본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IMF에 추가로 자금을 출연했다. 통화·무역관계에
서 미국과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미국 금융위기 해결을 위
한 재원조달이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군사·안보적 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급증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이 달러화 자산을 대규모로 축적하는 것은 외환위기 트라우
마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과 자국 통화의 평가절
하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막대
한 외환보유고를 누적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를 통해 수출주도 성장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외환보유의 가장 큰 동인은 위기에 대비한 일종의 “자기보
험”(self-insurance)인 것이다(Posen, 2009).
웨이드(Wade, 2004)에 따르면 외환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외환보유 규모는
GDP의 7% 내외로 평가되며, 일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
도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1997-98년 금융
위기 이후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는 필리핀이 22%, 한국과 태국이 28%, 인도네시아
는 70%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이후의 외환보유고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
준보다 훨씬 더 크다. 2015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GDP의 30%, 타이완은 GDP의 80-90%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도
GDP의 20%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의 외환보유는 외환위기의 위
험보다는 미국과의 밀접한 경제적·안보적 관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증권을 보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상호이익이 아니라 기축통화의 부족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다. 과도한 외환보유는 불태화 비용은 물론, 거시경제적 자율성의 제약, 국내 수요
침체,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의 상실 등 각종 비용을 유발한다. 나아가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기축통화 발행국의 통화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Cohen, 1998; Kirshner, 1995).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달러 준비자산의 누적은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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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미국의 ‘구조적 권력’(Strange, 1988)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
화가치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도한 외환을 보유하게 되면서
달러 가치 유지에 이익을 갖게 된다. 미국도 달러화 투매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측
면에서 ‘금융공포의 균형’이 성립하지만, 달러 가치하락이 미국뿐만 아니라 채권국
들에게도 커다란 손실이라는 점에서 채권국들이 기축통화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
는 것이다(Kirshner, 1995: 289, 2014).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달러의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되는 반면, 미국은 과도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적 조
정을 하지 않고 막대한 적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의 중
앙은행들이 5조 달러 이상의 미국 재무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에도 미국은 재정적자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달러의 안
정성에 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공약도 하지 않는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누렸다(Eichengreen, 2011: 21-25, 2007).19)
재무부증권 보유국들이 달러가치 유지에 강한 유인을 갖게 되면서 이중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은 유지·강화된다.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
른 국가들에 비해서 해외의 상품과 용역, 자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상품과 자본을 모두 수출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물적 축적기에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기능했던 미국이 ‘최종대출자’(borrower of last resort)이자 ‘최종소비자’(comsumer of
last resort)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서 금융세계화의 확대에 기반한 미국의 수요팽
창과 경기부양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금
융화의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
균형의 조정은 불가피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문제는 조정의 방식과 비용이다.
19) 드골 대통령 재임시 프랑스의 재무장관이었던 데스탱(V. G. D’Estaing)은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큰 부담 없이 국제수지 적자를 누적할 수 있는 상황을 “과도한
특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 역시 동일한 맥락에
서 세계경제 불안정의 원인이 달러에 기초한 국제통화체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국의 통화
인 달러에 기초한 국제통화체제가 갖는 딜레마를 지적하면서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세계
화폐 발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Zho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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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의 조정전략: 조정 비용의 전가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 갖는 구조적 이점을 활용해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이 야기하는 비용을 흑자국들에게 최대한 전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통화·금융권
력을 유지·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통화·금융권력과 그에 기반한 금융세계화가
1980년대 이후 쇄신된 미국 헤게모니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미국 헤게모니의 미래에 있어 사활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비용은 첨예한 정치적·경제적 쟁점들을 제기하기 때
문에 그것을 둘러싼 이견이 더 큰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도 있다(Cohen, 1998, 2009;
Kirshner, 2009, 2014).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로 강조되었고(the White House, 2010),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2009-10년 이
후 본격화되었다.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직면한 이중적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역전
시키는 정책은 경쟁적 보호주의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고, 또 개방적 국제정치경제
질서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
었다. 미국이 선택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전략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유지하는 가
운데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한 조정비용의 전가로 요약될 수 있다.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미국의 통화권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국제수지 불균형
의 조정을 연기하는 능력(power to delay)과 조정의 비용을 다른 국가에게 전가하는
능력(power to deflect)을 중심으로 미국의 이중적자와 글로벌 불균형을 설명했다.
전자가 조정을 연기하면서 적자를 누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조정의 비
용을 다른 국가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Andrews, 2006; Cohen, 1998, 2006;
Eichengreen, 2011; Helleiner and Kirshner, 2009).
코헨(Cohen, 2006)에 따르면, 불균형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지속비용
(continuing cost)와 이행비용(transitional cost)로 구별된다. 지속비용은 조정 이전의
국제수지 불균형과 조정 이후의 불균형의 차를 의미하며, 조정의 방식이 적자국의
수출증대인지 아니면 흑자국의 수입감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속비용은 조정의
결과 감축된 불균형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상 그 비용은 수요 및 소비감
소의 형태로 전적으로 적자국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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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행비용은 이행의 조정의 결과가 아니라 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을 의미하며, 조정의 방법에 따라 그 크기와 부담 주체가 변화한다. 따라서 불균형
의 당사국들에게 첨예한 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행비용이다. 국내총수요
의 총량을 변화시키는 도구인 ‘지출변화’(expenditure changing), 환율조정을 통해 세
계시장에서 총수요의 방향을 전환하는 ‘지출전환’(expenditure switching) 중 어떤 방
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달라진다. 미국이 중국의 내
수진작을 요구하고,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과소비를 비판하는 것도 바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의 이행비용과 연관된 이견의 표출이다.
‘지출변화’를 위해서는 적자국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고 조세를 증가시키는 긴
축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이자율을 높이는 긴축금융정책을 활용하여
국내경제의 지출수준을 조절해야한다. 그러나 지출변화 정책은 국내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적’ 조정정책은 경제조정의 고통을 자국민이
담당하는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tighten your belt) 정책이므로 긴축정책을 시행
할 경우 정부는 국내적으로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반면, ‘지출전환’의
경우 자국통화의 공식가격을 변화시키는 평가절하와 평가절상을 통해서 수입품과
수출품의 상대적 가격과 수요를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지출전환 정책은 “타국에
부담을 떠넘기는”(stick to other guys) 정책으로 비용을 타국에 전가하는 성격의 ‘외
부적’ 조정정책이며, 국제적인 불안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Cohen, 1998: 92-93).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시장의 우위를 통해서 미국은 유동자본을 향한 세계적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는 미국이 불균형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연기하
면서 적자를 누적하고, 적자로 인한 자본유출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동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정의 비용을 타국에 전가하는 능
력은 한 국가의 유동성 포지션보다는 경제규모나 개방성, 교역의존도처럼 세계시
장에서 자국 통화가치의 변동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것이다. 거대한 경제규모와
자기충족성, 상대적으로 낮은 교역의존도 고려했을 때 미국은 이러한 특성들에서
도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전가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순수 달러본위제
하에서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환율조정을 통해서 조정의 비용을 타국에 전가할 수 있다(Cohen, 2006: 41-49).
우선 미국은 ‘세계적 저축과잉론’과 ‘중국책임론’에 입각해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품의 가격상승과 수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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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락을 의미했다. 그러나 환율조정이 이론적·원리적인 차원에서는 불균형의 조
정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험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불
명확한 경우가 많다. 특정 통화의 평가절상이 수출에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국내 수요, 즉 수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미국의 경
우는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환율조정만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정
도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McKinnon, 2009; Duménil and Lévy,
2011). 미국의 무역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는 점에서 위안
화 평가절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양국 무역 불균
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환율이 아니라 기축통
화 발권이익에 가반한 낮은 저축률과 과도한 소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안화 평가절상은 곧 달러화의 평가절하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
유하고 있는 막대한 달러 표시자산의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달러 평가
절하로 인해서 미국도 부분적으로 해외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하락을 감수해야 하
지만, 달러 발권이익을 통해서 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외부
채의 상당부분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일례로, 2007년 초의 평
가절하로 미국은 약 4,500억 달러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경상수
지 적자 6,600억 달러의 상당부분을 상쇄하는 액수였다(Eichengreen, 2011: 24, 269).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했고, 위
기 이후 중국과의 S&ED에도 주요 의제로 포함되었다. 나아가 미국의 일부 씽크탱
크에서는 세계적 저축과잉론과 중국책임론에 입각해서 중국이 환율조정에 협조하
는 동시에, 일본처럼 미국 금융기관의 증자와 인수·합병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ergsten and Subramanian, 2008; Subramanian, 2008).
또 미국은 ‘수출확대전략’이나 TPP 같은 공세적인 무역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불
균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자국의 통화·금융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도 추
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에서 2014년까지 수출을 2배로 확대한다
는 목표를 제시했고, 수출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러한 공세적 무역전략이 의도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상품
무역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 ‘수출확대전략’이나 TPP
를 통한 수출 확대와 불균형의 조정은 종종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관한 주장과 연
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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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또 그것이 바람직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주장도 많다
(Eichengreen, 2011: 291-293).
현실적으로 미국이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해 달
러 발권이익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수출 확대나 지적재산권·상표권·저작권의 강화
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슈인 금융·법률·회계·의료·교육 같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나 지적재산권·상
표권·저작권 등과 관련된 조항의 강화, 나아가 지금까지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환율조정,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자유화, 국영기업 독점의 철폐 같은
요구는 투자 및 금융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며, 금융세계화의 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조정의 과정에서 제기해왔던 이슈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불균형의 조정 비용을 분담 혹은 전가하고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던 과거의 시도들, 즉 1960년대의 골드풀, 1970년대의 스미소니언 합
의, 1980년대의 플라자합의와 루브르합의, 그리고 1990년대의 역플라자합의와 2000
년대의 달러 평가절하, 1980-90년대의 공세적 자유무역 전략 등 여러 가지 선례를
갖는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글로벌 불균형의 전례 없는 규모,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달러 발권이익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한계가 가시적으로 드러
났다는 점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달러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
인이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불균형 조정이 미국에게 사활적인 과제이며, 매우 첨
예한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도 있는 갈등적인 이슈임을 의미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중국이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이다. 과거의 불균형 조정 파트너들이 대부분 미국과 군사·안보적 동맹으
로 결합되어 있거나 사실상 미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일
방적 안보의존관계 및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더 큰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Kirshner, 2014a, 2014b, 2009; Calleo, 2009).
또한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적 조건이나 발전수준은 1960년대의 서유럽이나
1970-90년대의 서유럽·일본과 크게 다르다(Ito, 2009; Shirk, 2007). 이 때문에 환율조
정을 통해서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금융 및 자본
개방 등을 통해 국제금융으로 통합된 이후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중국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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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1985년의 플라자합의가
일본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전략을 비판한바 있는데,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발전수준 및 거시경제적 상황을 비교했을 때 이른바 ‘제2의 플라자
합의’·‘아시아판 플라자합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상의 악영향을 중국에 끼
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불균형의 크기, 금융세계화의 한계, 미국경제의 불투명한 장기성장 전망
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미국의 우위 하에서 미국 경제의 핵심 파
트너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은 미국에게도 국가의 명운
이 걸려있는 사활적인 과제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군사·
외교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고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인 통화·금융권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정학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③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지정학적 환경의 구축
2007-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세력관계와 지정학적
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이후 미국
권력의 원천인 통화·금융권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전망이다. 미국의 통화·금융권
력의 핵심인 달러에 대한 신뢰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정치적 지도력, 나아가 소
프트파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국 헤게모니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
국 헤게모니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핵심 변수인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단순한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다(Posen,
2009; the White House, 2010).
우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재무부증권을 다량 보유한 채권국이 미국과
군사·안보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달러 표시 자산을 투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시나리오는 해당 국가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
지 않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급상
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나 동맹의 이완 같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들이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달러자산을 누적하면서 달러의 지위를 지지하는 데에는

20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도 있다는 점에서 달러위기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역량의 쇠퇴는 다시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위험
이 있다(Posen, 2009; Johnson and Kwak, 2012; Zimmermann, 2002; Spiro, 1995;
Murphy, 2006).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상실은 경제적 우위의 상실은 물론, 동맹의
균열, 주요 지역에서 미국의 소외, 나아가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역량의 약화를 야
기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다. 역으로 지정
학적 우위의 유지·강화는 통화·금융권력의 유지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계기
이기도 하다(de Cecco, 2009; Gavin, 2004; Calleo, 1982; Zimmermann, 2002; Murphy,
2006; Posen, 2009).
또 군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군사전략의 전환은 재정적자, 나아가 달러위기의
전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과잉전
개된 군사력의 재조정,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한 세계화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서 달러 발권이익 유지를 위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의 지
속을 위한 군사 전략의 전환과 전력의 재배치가 중요하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동아시아
의 주요 채권국들은 미국에게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군사전략의 최우선과제 역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이중적자의 감축에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
해서는 금융세계화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군사·안보전략이었던 ‘무장한 세계화’의
수정, 그리고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과잉전개된 군사력 배치의 조정
이 필요했다. 나아가 글로벌 불균형의 점진적 조정, 통화·금융권력의 회복, 금융세
계화와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데 복무할 수 있는 지정학
적·안보적 환경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다(the White
House, 2010;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이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된 동아시아가
미국 군사·외교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제시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한국, 호
주, 태국, 필리핀 등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관계를 더 확대해
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도 동맹에 준하는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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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또 지역 다자제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ARF와 EAS,
동남아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등을
통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과의 양자관계 관리에서도 재무부가
주관하는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와 국무부가 주관하는 고
위급대화(Senior Dialogue: SD)를 S&ED로 통합하고 그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 과거
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20)
아시아-태평양을 최우선시 하는 이러한 대외전략 전환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
으로의 재균형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양자 동맹의 강화 및 지역 다자제도
에 대한 개입, 중국과의 관계 강화, 무역과 투자의 확대 등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
터 추진되던 전략이 더 강화되는 가운데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미국
은 기존의 군사전략을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
다. 나아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도 공식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연안
전투함 배치, 군사장비 및 군현대화 지원, 공동훈련 등을 추진했다(Manyin, et als.,
2011; Panetta, 2012;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미국은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대외
전략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했
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재정적자 감축의 필요성과 국방예산 삭감이
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국방예산을 증액했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태
평양을 강조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이 대전략의 근본적 조정임을 의미하는 것
이다.

20) 2000년대 중반 안보문제를 다루는 SD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SED로 분리되어 작동하고 있
던 미중간 대화 기제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S&ED로 재구성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는 차관급 대화였던 고위급 대화는 차관급 대화였고, 전략경제대화는 장관급 대화였는데,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S&ED로 통합해 장관급 연례 회담으로 격상시킨 것은 오바
마 행정부가 미중관계에 부여하는 특별한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S&ED는 전략트랙과 경제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략트랙은 미 국무장관과 중국 국무위원이, 경제트랙은 미 재무
부 장관과 중국 상무위원이 담당한다.

제5장.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5장에서는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에 관한 분석을 미국 헤게모니 및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분석과 결합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갖는 함의를 밝힌다.
우선 1절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체
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지정학과 지역경제라는 두
차원에서 지역체계의 변화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검출한다.
2절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의 쟁점을 분석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
의 핵심 쟁점인 중국의 부상을 헤게모니 이행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위안화 환율
을 둘러싼 갈등에서 나타나듯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밝힌다.
3절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흔히 아시아-태평
양으로의 회귀·재균형 정책으로 지칭되는 전략적 전환을 경제전략과 군사·안보 전
략의 두 축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재균형 전략으로 집약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미국 헤게모
니와 세계체계, 그리고 지역체계의 진로에 있어서 갖는 함의를 설명한다.

1.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지역체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그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라는 문제설정 속
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미국
헤게모니와 미국 대전략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세계체계의 변화와 직접
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특히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
게모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동아시아는 미국 헤게모니의 현재 뿐만 아니
라 향후 진로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지역이다.
그러나 헤게모니 국가가 가진 능력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지 않

21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으며,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세계체계분석에 사용되는 전체론적 설명에서 각 지역의 특성은
구조의 효과로만 설명되고, 체계 전체가 강조되기 때문에 지역적 차별성은 설명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체계의 구조적 특징들은 각 지역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세계체계적 규정요인들이 지역적 맥락과 지역적 특수
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헤게모니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 ‘지역체계’로서 동아
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현대 세계체계
로 수동적으로 편입된 동아시아 지역은 전통 지역체계의 해체를 경험했다. 2차 세
계대전 종전과 탈식민화 이후의 지역체계 형성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세계전략이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예외적인 경
제성장과 뒤이은 위기, 그리고 독특한 지정학적 구조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했다. 따라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그리고 세계전략의 변화 속에서
세계체계의 일부로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개념화
국제관계론과 국제정치경제론의 이론적 패러다임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전제에
기반해서 동아시아 지역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의 기존 논의들은 ‘지역’ 개념을 결여한 채 초역사적이고 초지역적인 이론을 지역
체계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체계 자체에 관
한 심층적인 분석은 제시되지 못했다(Buzan and Waever, 2003: 69; Katzenstein,
2005: 8; Shambaugh, 2005: 94).
지역체계를 별도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재했던 것은 아
니다.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데탕트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의 일시적 완화, 제3세
계주의의 확산, 유럽통합의 진전 등으로 인해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지역주의 연구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지역주의 연구는 여전
히 냉전 구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지역체계는 상위체계인 국제체계
의 구조적 특징을 공유하며, 상위체계의 영향력이 그대로 침투되는 하위체계로 개

제5장.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211

념화될 수밖에 없었다(Kelly, 2007; Väyrynen, 2003; Hettne, 1999). 또 지역적 수준의
변수에 관한 분석이 국제체계나 세계체계에 관한 이론화에 비해 간결성(parsimony)
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이론적 지체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지역체계
의 특수성이나 역사성은 분석의 틀 내부로 포섭되지 못했다.
이처럼 지역체계에 관한 고전적인 개념화는 지역체계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거
나, 지역체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상위체계로서 세계체계나 국
제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체계로 개념화했다. 비서구 세계의 역사적 경험, 지역
체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했을 때 지역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
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지만 지역체계에 관한 이론적·역사적 분석은 여전히 정
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1980년대에는 미국 헤게모니의 회복, 그리고 2차 냉
전으로 인해서 국제체계 수준의 구심력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국제체계의 구심력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면서 초기의 지역주의 분석
과 달리 지역적 변수를 강조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Kelly, 2007;
Alagappa, 2003; Duffield, 2003; Katzenstein, 1997; Väyrynen, 2003; Hettne, 1999).
냉전의 지정학적 긴장을 반영한 구지역주의가 냉전기의 양극구조라는 국제체계
의 규정력을 강조했다면,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로 통칭되는 탈냉전 이후 지
역주의 연구의 흐름은 지역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지역
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을 개념화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지역을 규정하고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 구지역주의와 달리, 신지역
주의는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신지역주의의 문제설정 하에서 지역은 선험적
으로 규정될 수 없는, 형성과 재형성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체로 규정되
었다(Hveem, 1999; Farrell, 2005; Hemmer and Katzenstein, 2002; Väyrynen, 2003).1)
지리적인 위치나 전략적 고려 같은 물리적 요소보다는 지역적 정체성과 규범 같
은 구성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 지역체계 연구에서도 지

1) 이외에도 신지역주의는 대체로 다음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경제적 측
면에서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던 과거의 지역주의와 탈냉전 이후의 지
역주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때문에 신지역주의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둘째, 구지역주의의 논의가 안보와 경제라는 두 이슈를 중
심으로 전개된 반면, 신지역주의에서는 경제통합·무역 등 경제이슈가 갖는 중요성이 더 커
졌고, 사회정책·민주주의·생태문제 같은 새로운 이슈들도 등장했다(Kelly, 2007; Väyrynen,
2003; Hettne, 1999; Mittlem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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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ASEAN 같은 지역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정체
성과 규범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정체성이 국가간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Acharya, 2003a, 2003b; Alagappa,
2003). 냉전적 대립이 해소된 상황에서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중이고, 또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는 낙관론도 확산되었다(Dent and Dosch, 2012; Beeson 2007; Pempel, 2005).
나아가 지역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더 긴 시간적 지평에서 지역체계의 형성과 변
화를 분석하려는 논의도 출현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현대 이전으로 소급하
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주목을 끌
고 있는 흐름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특권화하면서 중국의 전
통이 갖는 우월성에 기반한 지역질서의 회복을 전망하는 ‘중국예외주의’적 지역체
계 분석이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가간 체계를 연구한 데이비드 강(Kang, 2010, 2008,
2003a, 2003b)에 따르면 중국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조직된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베스트팔렌 체제보다 더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했으며, 그러한 안정성은 중국
의 힘의 우위에 비례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중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
신 자율성을 인정받았고, 다른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를 도전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관대한 헤게모니로 기능했다.2) 따라서 강력한 중국의 존재는 동아시
아에서 안정적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유학은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평
화’를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인
지역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Kelly, 2011; Kang, 2003a).
한편, 자본주의 세계체계 수준의 구조를 강조하는 세계체계분석의 일각에서도
현대 이전의 중국이 갖는 우위를 강조하면서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복원’될 것
이라는 전망이 출현했다. 세계체계분석 내부에서는 이미 유럽중심주의를 쟁점으로
이론적 분화가 나타난 바 있으며3),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세계체계분석의 이론
2) 데이비드 강(Kang, 2003a: 167-168)에 따르면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부과하는
편익과 제재의 구조 속에서 강대국 중국에 편승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이 강할 때 이러한 질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지만,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가 붕괴할 경
우 지역체계의 안정성도 동시에 붕괴했다.
3) 아부-르고드와 프랑크는 유럽에서 형성된 세계체계가 아시아를 통합했다는 월러스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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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망을 중국예외주의적 동아시아 지역체계 분석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계헤게모니의 순환을 중심으로 세계체계의 역사를 분석한
아리기는 최근의 작업에서는 중국예외주의적 입장에서 미중간 헤게모니 이행을 전
망하고 있다.4) 나아가 그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국가간 협력, 평화롭고 호혜적
인 국가간 체계의 확립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Arrighi and Lu, 2009;
Arrighi, 2009a; Arrighi, 2007).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지역주의의 논의나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는 중국예외주의적 주장들은 지역 내부의 이질성과 차이를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있다.5) 실제로 이러한 전망을 공유하는 연구들 사이에서도 공유된 문화나
정체성, 역사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존재한다(Yahuda, 2008: 342;
Simon, 2008: 196-197). 또 역사적 기억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식민지배, 배타적 민
족주의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지역체계의 전망이 어둡다는 비관적 주장도 제기
될 수 있다(Buzan and Segal, 1994; Christensen, 2003, 2006). ASEAN을 비롯한 지역
제도들이 온전히 지역적인 정체성과 규범만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Ikenberry, 2013; Yahuda, 2011: 197-200; He, 2006; Lincoln, 2008: 294-297).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과 세계체계적 구조, 즉 동아시아의
장기지속과 세계체계의 장기지속6) 양자 사이의 관계이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

장이 유럽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서양세계의 부상과 팽창이 동양의 몰락으
로 인해 발생한 예기치 않은 결과였으며, 유럽이 현대 이전의 중국 중심의 세계체계에서
오랜 기간 변방에 머물렀음을 강조했다(Abu-Lughod, 1990: 280; Frank, 1998: 127-130). 이러
한 논리는 서양의 우위는 매우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며 동양의 우위가 자연적인 것
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Frank, 1998: 7; 266-267). 월러스틴은 이러한 주장이 자본주
의와 현대적 국가간체계의 확립이 갖는 단절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유럽중심주의
의 문제를 중국중심주의로 해결하려는 오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Wallerstein, 1999a).
4) 아리기의 이러한 입장전환은 세계체계분석 내부에서 이론적 논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에 관한 아리기의 저작 베이징의 아담스미스:
21세기의 계보들(Arrighi, 2007)에 관한 세계체계연구저널(Journal of World System
Research) 심포지움과 특집호, 신좌파평론(New Left Review)과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특집호에서의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
5)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중심의 국가간 체계와 이데올로기(유학)의 사례이다. 동아시아적
정체성과 역사의 사례로 종종 제시되는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와 유학은 동남아시아
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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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역사적 전통의 지속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계승되는 메커니
즘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시하지 못했다. 역사적 전통의 어떠한 요소가 어떠
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는지가 설명되지 못했고, 지역적 전통의 장기지속이 외부
적 요소, 즉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포섭된 이후 어떻게 변형되었으며, 오늘의 지역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해명되지 못했던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지역의 역사적 전통
이나 정체성의 연속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면서 전(前)현대와 현대의 연속성을 전
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적 특수성을 특권화하는 경우 세계체계와
지역체계의 상호작용이나, 지역체계에서 나타나는 단절의 계기들, 즉 자본주의적
현대화, 식민화와 탈식민화, 냉전과 탈냉전, 지역경제의 성장과 위기, 금융세계화로
의 통합 같은 변화의 계기들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Kim, 2008; Wallerstein,
1999b, 1999c; Amin, 1993: 24, 1999: 307-308).
현대 이전으로 소급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전통이나 정체성은 그 실체가 모호
한 경우가 많고, 그것이 오늘 동아시아의 지역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불명확하다.
예컨대 중국 중심의 위계적 국제질서 하에서 중국에 편승하던 지역 국가들의 행동
양식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지배적 지위를 자연
스럽게 수용한다는 주장(Kang, 2003a: 174-182)이나, 동아시아의 전통 지역질서가
평화롭고 호혜적이며, 그러한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Kang, 2003a, 2003b,
2010; Arrighi and Lu, 2009)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미국 자
본주의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축적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본
주의의 고유한 한계들을 지양하는 새로운 축적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7)
6) 브로델은 사회과학의 시간대를 사건(단기), 콩종튀르(conjoncture, 중기), 장기지속(longue
durée, 구조), 초장기지속(trés longue durée, 초역사성)의 네 가지로 구별했다. 개성기술적
(idiographic) 접근과 법칙정립적(nomothetic) 접근의 부당대립에서 알 수 있듯이 브로델은 대
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시간대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분석의
단위로서 콩종튀르와 장기지속이 갖는 의의를 강조했다. 브로델, 월러스틴, 아리기는 각각
콘드라티에프 순환, 콘드라티에프 순환과 헤게모니 순환, 헤게모니 순환을 콩종튀르로 규정
해 이견을 보였지만, 자본주의를 장기지속으로 개념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7) ‘근면혁명’ 개념은 ‘(동)아시아 교역권’이라는 관점에서 중국경제사를 연구한 스기하라 가오
루(杉原薰)의 연구에서 유래한다. 이는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소비적·에너지소비적인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발전경로와 대비되는 노동집약적·에너지절약적인 동아시아의 발전경로를 지칭
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아리기는 노동이 부족하고 자본은 풍부한 영국과 미국에서 노
동을 절약하고 자본을 소비하는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 발생했지만, 노동이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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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국(동아시아)이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경우 즉 군사력의 우위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시장경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8)(Arrighi, 2009a; Arrighi, 2007; Arrighi
and Lu, 2009)의 현실적 근거 역시 매우 취약하다.
지역체계 분석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은 지역체계 분석의 시공간적 지평의 문
제, 즉 자본주의와 현대 국가간 체계로 편입되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동아시아의
‘장기지속’과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장기지속’의 중첩이나 동아시아의 지리적·문화
적 범위를 설정하는 근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
역사적인 이론을 지역체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체계를 온전히 분석할 수 없
다. 또 역사적 분석을 강조하는 세계체계분석의 고전적 입장 역시 지역체계에 대
한 독자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특권화하는 편향 역시 동아시아 지역체계 분석에
장애가 된다. 비교지역주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립적인 분석의 단위로서 지
역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Duffield, 2003; Katzenstein,
2005; Hemmer and Katzenstein 2002). 하지만 동아시아를 분석의 중심으로 도입
(“bringing East Asia in”)(Acharya, 2009: 167; Acharya and Buzan, 2010: 14)하고 동아
시아를 올바르게 인식(“getting Asia right”)(Kang, 2003b)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체계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들을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문
제들은 세계체계·국제체계 수준에서 작용하는 힘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체계 분석을 위해서는 세계적
인 것(the global)과 지역적인 것(the regional), 역외(extra-region)와 역내(intra-region)의
결합을 사고할 수 있는 이론적 전략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
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시공간적 범위, 그리고 지역체계와 세계체계 사
이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 자본은 부족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노동을 소비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근면혁명
(industrious revolution)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스기하라의 설명을 원용해서 중국의 성장과
중국 주도 축적체제의 미래를 설명하고자 했다.
8) 아리기는 중국(동아시아)이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경우 즉 군사력의 우위에 의존하지 않
는 ‘세계시장경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해 논란을 낳았다. 자본주의의 반(反)명제로서 시
장경제라는 개념은 물질문명-시장경제-자본주의라는 브로델의 3층 도식에서 유래한다. 브로
델(Braudel, 1995, 1996, 1997)은 자본주의가 독점을 향한 대자본들 사이의 경쟁으로 특징지
어지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기반하는 시장의 반명제라고 주장했다.

21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신지역주의 내부에서도 지역의 역사적 전통이나 지역적 정체성의 구성주의적 형
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세계체계·국제체계 수준의 힘의 침투를 인정하는 동시에 더
구체적인 설명변수들을 지역체계 수준에서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한다. 지리적
근접성이나 지역 국가들의 상호작용의 누적 같은 지역적 변수를 통해서 신현실주
의의 가정들을 완화해 ‘지역 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 개념을 제시한
부잔의 연구(Buzan, 2000; Buzan and Waever 2003)나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통해
서 미국 헤게모니가 투사되는 방식의 지역적 차이에 주목하는 카젠스타인의 연구
(Katzenstein, 2005), 세력전이론의 이론적 모형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렘키의 연
구(Lemke, 2004)는 모두 지역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세계체계
수준의 힘을 지역체계 분석으로 도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부잔의 ‘지역 안보복합체’ 개념은 안보 이슈로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상위체계의 규정력의 변화에 따라 지역체계의 자율성이 변화하는 배반관계
(trade-off)로 양자의 관계가 설정될 뿐, 상위체계가 지역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렘키의 지역적 세력전이 모델에서도 세계헤게모
니와 지역의 관계는 해명되지 않고 있으며, 카젠스타인의 연구에서도 세계헤게모
니의 변화에 관한 일관된 분석이 부재하다.
헤게모니 국가가 지역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
려는 카젠스타인과 같은 문제의식은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동아시아 지
역체계 분석을 결합하려는 본 연구의 관점과 일맥상통하지만 그의 연구는 미국 헤
게모니의 특성이나 헤게모니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그의
연구는 지역체계로 침투되는 상위체계의 힘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면서 지역체계
분석의 시·공간적 범위에 관한 논의를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논의를 지역체계에 관한
더 구체적인 역사적 분석과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체계를 둘러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설명할 것처럼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정체성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힘의 우위라는 측면에서도 지역체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
의 힘과 미국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1980-90년대의 미국 쇠퇴론에도 불구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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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동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힘의 우위를 유지했다. 지역 다자제도가 취약하고,
여전히 냉전적 구조가 잔존해 있다는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구조와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미국이다. 또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 또한 지역 내부의 동학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 세계전략의
효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체계에 관한 논의를 세계체계나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와 미국의 세계전략을 통해서 분석하는 동시에 그것들로 환원되지 않는 지역체계
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소련-중국의 삼극구
조로 나타난 냉전구조나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위기는 세계체계적 수준에서 작
동하는 힘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의 특수성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통합적 비교’의 문제설정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차원과 지
역적 차원의 수렴과 분기를 동시에 사고하면서 지역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구체적
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적 형성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에 관한 분석은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범주와 그것의
역사가 자본주의 세계체계나 현대적 국가간 체계와 무관하게 발전해 오지 않았음
을 보여준다.9) 현대 세계체계로 통합되기 이전에 동아시아에 독자적인 지역질서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전통 지역질서는 중국의 세계제국을 중심으로 하

9) 동아시아의 장기지속과 세계체계의 팽창을 절충하려고 시도한 일련의 연구들(Arrighi,
Selden, and Hamashita, 2003; Selden, 2009, 2012)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들의
분석에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현재는 500년, 150년, 50년이라는 세 가지 시간대의 중층적
공존을 통해서 설명된다. 동아시아 장기지속의 500년 시간대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중심
으로 하는 국가간 체계와 중국 중심의 조공무역 체계, 150년의 시간대는 외부적 힘의 침투
와 식민화로 인한 동아시아의 탈지역화(de-regionalization), 50년의 시간대는 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성장의 재지역화(re-regionalization)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지역체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계기들을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세 가지 시간대가 병렬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장기지속과 세계체계
사이의 관계나 동아시아의 장기지속의 현재적 의의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1970년
대 이후의 ‘재지역화’에 관한 주장도 논쟁적이다. 이들은 50년 시간대의 재지역화를 자기완
결성을 갖는 지역체계의 복원으로 해석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재)형성은 세계체계적 과정의 일부로서 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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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공-책봉관계와 조공무역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제국 체계의 역사적
경험은 이른바 동아시아의 장기지속적 구조를 형성했고, 동질적인 문화적 지역으
로서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Arrighi, Selden, and Hamashita, 2003:
265-269; Selden, 2012: 37-38; Arrihgi 2009a: 31).
그러나 서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의 지역체계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체계의 (반)주변부로 통합되었고, 그 결과 전통적인 지역체계는 해체되
었다. 이후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외부에서 규정되어 지
역 내부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팽창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면서 ‘극
동’으로 존재했던 오늘의 동아시아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1921-22년의 워싱턴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형태로 최초로 독자적인 실체로 인정을 받았다. 이
는 일본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규정이었는데,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통해서
지역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했다(Yahuda, 2004: 6; 김명섭, 2005; 김기정, 2003:
16-20). 20세기 초반 영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국면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에 대항
하는 제국주의’,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로 자국 중심의 새
로운 지역질서 비젼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역적 헤게모니를 확립하
지 못했고, 결국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일본의 지역화 전략도 실패
로 귀결되었다(So and Chiu 1995: 121-126).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동아’는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
평양’으로 재규정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중국문명권’에 속하는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을 지칭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라는 명칭을 사용했지
만,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냉전의 최전선인 일본, 한반도, 타이완, 필리핀에 이르
는 지역은 여전히 ‘극동’으로 지칭되었다.10) 여기에서 핵심이 된 것은 1951년의 샌
10)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동일한 지정학적 단위로 다뤄지지 않았다.
미국에게 전략적 핵심은 일본이었고, ‘동아시아’와 ‘극동’은 주로 동북아시아를 지칭했다.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라는 지역 규정은 태평양전쟁 중이었던 1943년 퀘백회의에서 설
정된 영·미 연합군의 전구 명칭 동남아시아 사령부(South East Asia Command)에서 유래한
다. 동남아시아라는 관념은 1950-60년대에 냉전이 심화 과정에서 강화되었는데,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의 창설이 별도의 지역으로서 동남아시아가 확립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alat 1996; Katzenstein 2005; Yahuda, 2004: 7, 2008: 353). 이후 냉전의 전개과정에서
두 지역이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늘 동아시아로 통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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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코회의에서 규정된 미일관계와 그것을 중심으로 재편된 미국과 동아시아
의 관계였다.
일본의 패전으로 동아시아는 헤게모니 국가 미국과 종속적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는 온전한 의미의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되었다(Beeson, 2009; Grimes,
2011; Trichur, 2009). 미국은 ‘허브 앤 스포크’에 기반한 양자주의 전략을 토대로
지역 안보질서를 재편했고, 이러한 기본구조는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자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들보다는
미국과의 수직적 관계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동아시
아 지역체계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질서의 형성이 아니라 파편화된 형태
의 ‘분절적 지역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1960-70년대부터는 동아시아가 ‘극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 동아시아
는 대체로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지역을 지칭했다. 여기서 동아시아는 미국 헤게모
니의 실물적 축적기의 ‘반공·발전주의’에 기반해 고도성장을 달성한 국가들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 핵심은 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상징하는 일본이었고,
홍콩,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의 ‘네 마리 용’도 동아시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와 동시에 ‘태평양’을 중심에 둔 지역 관념도 출현했는데, 이는 미국이
1960년대 중반 일본, 호주 등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최초로 사용한 이후 1970년대
말부터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호주-뉴질랜드-미국 안전보장조약(ANZUS) 등을 추진
하면서 ‘미국의 호수’인 태평양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
국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동맹 구조를 NATO, 중앙조약기구(CENTO) 등
과 연결해 ‘동맹에 의한 제국’을 완성하려고 했다(김명섭, 2005). 1980년대 이후에
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새로
운 지역통합의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1989
년에는 APEC이 창설되었다(Dent 2013, 966; Lewis 2010, 51; Scott 2008, 98-99).11)
지역의 내생적인 지역적 정체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 APEC은 일본 주도의 아시아 지역주의 형성 시도와 이를 자국 중심의 틀로 포섭하고자 하
는 미국의 의도가 절충된 결과물이었다. APEC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은 동아시아와 태평
양이라는 상이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단위의 지역으로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1994
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 창설이라는 장기적 전망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Palat 1996; Dirli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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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냉전전략은 지역체계를 분절화했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
공했다. 미국은 냉전을 계기로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특별히 관대한 정책을
채택했다. 반공·발전주의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재건하
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미국은 주요 동맹국의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자국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출주도 산업화’를 지지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본과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에 통합되었고, “초대에 의한 발전”(Wallerstein, 1979, 1999a)의
형태로 발전주의의 약속이 실현된 유일한 지역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 이른바 ‘동아시아의 기적’의 확산을 따라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도
확대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동남아시아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Miller,
2008; Yahuda, 2008; Beeson, 2004, 2010; Stubbs, 2005).12)
냉전질서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은 지역 내부의 동학이
아니라 미국의 지역전략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탈냉전 이
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냉전기의 안보구조가 잔존했고, 지역 국가들 사이
의 상호작용이나 지역적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주의는 여전히 취약했다(Katzenstein,
2005; Cha, 2010; 이삼성, 2006). 탈냉전 초기 미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비협조
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존의 안보축인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안보질서를 유지했
고, 미중관계 또한 양자관계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탈냉전으로 인한 양극체계의 종언은 지역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
했고, 특히 ASEAN에서 파생된 지역 다자안보제도인 ARF가 1994년에 창설되어 주
목을 받았다.13) 그러나 ARF는 ASEAN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 아니라
공동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ARF의 제도화 수준은 지
역 안보협력기구에 미달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곳에서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Yahuda, 2011, 197-207). 미
국도 필요에 따라 다자주의적 틀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의도와 필요에 종
속되어 있거나 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
12) 특히 199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 경제성장과 공공정책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적 지역’으로서 동아시아가 공식화 되는 계기였다(Scott, 2008; Yahuda, 2004: 5-6).
13) ARF는 ASEAN 확대 외무장관회의를 토대로 출범했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지역의 핵심
강대국들을 포괄하고 있다. 주로 안보·정치적 의제를 다루는 ARF의 최고위급 회의는 외무
장관 회의이며, 매년 ASEAN 국가 중 한 국가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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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이
변화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데탕트 전략 속에서 미중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일본자본주의의 성
장만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지역적 조
건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개방화와 자유화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는 경제적 고려로 이동했다(Beeson and Islam, 2005; Stremlau, 1994). 미국의 일방주
의적이고 약탈적인 대외경제전략이 1970-80년대에 일본에 대한 상품 및 자본시장
개방 요구로 집중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 경제질서 전반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무역 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더 강
화되었고,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지역 경제의 개방화·자유화는 급격히
확대되었다(Walter, 2008; Hyland, 1999; Kirshner, 2014a: 59-62; Scott 2008: 109).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확대로 인한 금융적 불안정성의 확대 속에서 발생한
1997-98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에 커다란 충격을 야기했다. 그러나 역설적으
로 위기 이후 지역 경제통합에 기반해서 독자적인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를 확립하
려는 흐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Emmers and Ravenhill, 2011). APT14), EAS15) 같은
지역 제도들이 출현했고, 2000년에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16)가 체결되어 지역 통화협력의 초석도 마련되었다.

14) ‘ASEAN + 3(한·중·일)’을 의미하는 APT는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동북아와 동남아
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다. ARF나 APEC과 달리 미국을 배제하고 있는 APT는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태도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1998년에
외무·재무장관 모임이 정례화되었고 2000년에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
과를 남기기도 했다.
15) 2002년 고이즈미 총리는 APT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협력을 더 ‘광범위한 수준’으
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나아가 고
이즈미 총리는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인도가 지역협력의 틀 내부로 포섭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제안에 반발해서 APT의 틀을 안보영역으로 확장하는 EAS의
창설을 주도했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2005년 1차
EAS 회의에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EAS에 참여시켜야 하다고 주장했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이러한 제안에 동의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EAS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러시아와 미국도 참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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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 경제통합 담론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에
도 그것이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현실
적으로도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부재했다. 미국이 IMF 같은 국제 금융제도들을 지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효과적으로 작
동할 수 없다는 회의도 많다(Grimes, 2011; Ikenberry, 2013).
그러나 1997-98년 외환위기의 발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과정은 동아시아 국가
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에 중국이 지역 경제네트
워크로 포섭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 강화되었다(Beeson, 2003, 2007; Higgot, 1998;
Pempel, 1999; Kirshner, 2014a, 2014b: 59-92; Chanda, 2008: 305; Dent, 2013; Dent
and Dosch, 2011). 여전히 공식적인 지역제도나 안보영역에서의 지역협력은 취약했
지만 동아시아 위기 이후 경제적 지역주의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
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냉전 시기의 지역적 분단으로 인해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주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던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주도하면서 현실적인 중
요성을 갖게 되었다(Beeson 2013, Selden 2012: 39).
197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토대로 1970년대 후반 이후
개혁·개방을 추진해 온 중국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미수출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되
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지역 국가들 사이의 자
유무역협정을 주도하면서 역할을 확대했고, GDP, 교역량, 해외투자 유입, 외환보유
고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다. 나아가
중국은 탈냉전 이후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서 해방되어 전략적으로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제성장을 토대로 군비를 급속히 증강하고 군사적 현대화
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지정학적 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Yahuda, 2004: 215-216, 238, 2011: 213-217; Shambaugh, 2005; Hung, 2009; Trichur,
2009; Ikeda, 2003; Arrighi et als., 2003)

16) CMI는 APT 국가들이 체결한 통화스왑협정이다. 동아시아 위기 직후인 1999년 11월 APT
정상회의에서 지역 통화협력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2000년 5월 APT 재무장관회의에서
협정이 체결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를 다자화하기 위한 시도가 지
속되어 2009년 다자화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공동기금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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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체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지역체계는 물론 세계체계적 수준
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성장한 중국을 중
심으로 동아시아 수출경제는 세계경제의 금융의 중심으로서 미국에 대당하는 세계
경제의 생산의 중심이 되었다. 동아시아는 미국 재무부증권 최대 보유지역으로서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적인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이며, 이 때문에 미국의 세계전
략에서 갖는 동아시아가 갖는 중요성도 더 커졌다. 특히 일본이나 ‘네 마리 용’과
달리 중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지역체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Yahuda, 2004: 219; Hung, 2009; Trichur 2009; Arrighi, 2007,
2009a; Selden 2012; Ikeda 2003).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변화해 온 동아시아 지역체
계는 2000년대에 들어 지정학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더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금융위기로 귀결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
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전략의 중심을 ‘동아시아’ 혹은 ‘아시
아-태평양’으로 이동했고, ‘G2’로 부상한 중국 또한 대안적인 지역체계의 발전상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체계를 둘러싼 주요국들 사이의 전략적 경쟁 또한 심화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지역전략과 지역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 및 세계체계의 진로
와 연관된 세계사적 중요성을 갖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정학과 지역경제라는 두
측면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지역체계의 상호작용을 더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금
융위기 이후 미중관계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지역체계의 변화에 관한 분석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3)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지정학
2차 세계대전 직후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냉전질서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
했고, 미국과 소련 양극을 중심으로 하는 대립구도가 지역을 지정학적으로 분할했
다. 그러나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후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기본적인 틀은 유럽과 같은 공
식적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의

22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양자동맹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NATO와 같은 다자주의적 틀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역 안보구조의 형성
과 지역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상호작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Cumings,
2009; Beeson, 2005). 1950년대에 미국은 양자간 안보조약을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병력 배치, 기지 건설 등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캘리포니아-하와이-마샬제도-괌-뉴질랜드-호주-필리핀-한국-일본알래스카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연결시킴으로써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 수
있었다(Yahuda, 2004: 13; Cumings, 2009; Johnson, 1996).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구상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과 지역 동맹국 간의 정치·군사·경제적 관계
의 포괄적 구조를 규정한 지역체계 구성의 핵심이었다. 양자동맹의 네트워크를 축
으로 지역 안보질서를 확립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지역
국가들 사이의 안보적·경제적 비대칭성이었다. 미국은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군사기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원조와 자국시장 개방을 통해
서 지역경제의 재건을 도모했다(Calder, 2004).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체계 재편의 핵심 국가로서 일
본의 재등장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아시아(일본)는 유럽(독일)에 비해서 큰 중요
성을 갖지 않았고, 미국의 대일정책의 우선순위는 제국주의·군국주의 질서를 해체
하는 개혁에 있었다. 미국은 전후 일본이 구 식민지 지역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재건할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
제적 관계 강화를 우려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재건보다는 개혁에 우선순
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냉전이 본격화되고, 중국혁명과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역코스’(reverse-course) 정책이 개혁정책을
대체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역전략은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한
국·타이완을 일본의 배후지로 통합해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방
향으로 전환되었다.17)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보

17)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후 지역체계 구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었다.
장제스의 국민당을 신뢰하지 않았던 루즈벨트 행정부는 국·공 연합정부에 대한 공식적 지
지를 고려하기도 했으며, 국민당과 공산당의 타협에 기반한 중국의 개혁적 정부가 전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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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속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했다(Cumings, 1987; Calder, 2004).
이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기초한
수직적·위계적 양자동맹을 축으로 하는 안보질서,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의
나머지 국가들을 위계적으로 통합하는 경제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지역적 요인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변수이다. 중
국혁명은 냉전구조가 지역적 수준에서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형성되게 한 요인이
었다. 중국혁명으로 인해서 유럽과 달리 지리적으로 대륙의 핵심부인 중국이 공산
화되면서 냉전의 논리가 독특하게 발현된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시장과 원료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이 냉전의
축을 따라 동아시아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중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
요가 있었다(Calder, 2004; Duffield, 2003).
지역 국가들의 상대적 크기와 지리적 위치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
는 요소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할 수 있었던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는
일본을 견제하면서 지역통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패전국 독일과 다수의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유럽과 달리 일본은 동아시
아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을 제어하고 통합하기 위한 지역
통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동일한 이유로 서독을 방어하는 것이 서구
국가들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사활적인 과제였다면, 아시아 대륙 본토에서 이격된
일본의 방어는 지역 국가들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국의 과업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이러한 과업을 분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미국이 일본 이외의 지역 국가들을 신뢰하지도 않았다(Duffield,
2003: 251-253; Cha, 2010; Grieco, 1999).
미국은 동아시아를 냉전의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봉쇄전
략을 채택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전성기는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전쟁
에 이르는 시기였으며, 이 시기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는 소련, 지역적 차원에서
는 중국(과 소련) 봉쇄를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는 냉
전의 대립구도를 따라 분할되었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수평적인 연계보다는 수직
적 연계를 통해서 미국과 결합되게 되었다. 이러한 ‘분절적 지역주의’로 인해서 동
계질서를 주도할 ‘4대 경찰’(미국·소련·영국·중국)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Cohen,
2010; Sut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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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지역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완결성을 결여한 미숙한 지역으로 남게되
었고, 유럽과 같은 의미의 지역주의 형성이나 지역통합은 불가능했다(Trichur 2009:
9; Palat, 1996). 1950-60년대까지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견고하게 유지되던 양극
체계에서 일본은 지역적 중심지(nodal point)로 기능하면서 특별한 지위를 향유했다
(Katzenstein, 2005; Yahuda, 2004: 62-63).
베트남에서의 패배로 상징되는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닉슨독트린’ 등장, 그리
고 중국과 소련 사이의 균열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극적 질서는 삼극적
질서로 대체되었다(Yahuda, 2004: 41-42, 68-69).18) 1970년대 초반 형성된 삼극질서
는 1971-79년, 그리고 1980-89년의 두 시기로 나뉜다(Yahuda, 2004: 73).
첫 번째 시기에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기반해서 데탕트 전략을 추구했고, 미중
관계는 개선된 반면, 중소관계는 악화되었다. 미국은 헤게모니 위기에 대응해서 대
외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역 냉전구조의 특
수성을 활용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
로써 소련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ASEAN 국가들은 물론, 일본과도 관계개
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 1971년 UN 총회는 중국의 가입을 승인했고, 중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했다. 1972년에는 미국도
중국을 정식으로 승인했고, 1979년에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두 번째 시기인 1980-89년에는 미국 헤게모니가 다시 강화되고, 미국의 세계전략
이 변화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 또한 변화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헤게
모니의 강화를 토대로 2차 냉전을 개시하면서 미소관계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소 양국에게 중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해
외로부터의 자본유입에 기반해서 군비를 대폭 증강했고, 대외전략에서도 일방주의
적 기조를 강화했다. 군사력의 우위를 강화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18)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미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중공)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소련의 동맹이 되고, 미국의 적성국이 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 핵심
부에서의 필연적인 지정학적 경쟁을 예상한 중국은 소련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인식했고, 실
제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만주를 둘러싸고 중국(중공)과 소련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
나기도 했다. 1950년대에 중국은 소련의 동맹국이었지만 독자적인 행보를 취했고, 1960년대
에 이러한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다. 양국의 분열은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국경분쟁으로, 정
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흐루쇼프의 수정주의에 대한 마오쩌둥의 급진적 비판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과 결합되어 1970년대 초반 삼극적
질서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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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중국은 독자 행보를 모색할 수밖
에 없었다(Yahuda, 2004: 87).
그러나 중국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미국과의 관
계개선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2년 ‘독립자주외교정책’, 1984년 ‘동맹불체결’을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우위가 강화되었다. 소련의 경우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중소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중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
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사활적인 이익을 갖지는 않았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요시다 독트린이 대외전략의 기본틀을 규정했
다.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서 일본은 ‘연루’의 위협에서 해방되었고, 미국과의 동맹
을 통해서 ‘방기’의 문제를 해결했다. 1950-60년대에 일본은 대체로 미국의 하위
파트너 역할에 만족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았다(Green, 2008b; Yahuda,
2004: 186-187).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패전국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한 것이지
만, 서독과 비교했을 때도 지역체계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은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19) 일본의 대외정책은 대부분 미국을 경유해서 형성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데탕트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았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역의 냉전
지정학이 유럽과 달랐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 속에서 경제발전만을 추구했
던 일본이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소련과 관계개선을 추구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Tamato, 2003; Yahuda, 2004: 91-92).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전후 일본
은 타이완의 안보문제에 결부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중국 본토를 소련과 분리해 일
본 중심의 지역 경제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했다. 일
본은 1950-60년대에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닉슨 독트린이 발
표된 직후인 1972년에는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와 닉슨 독트린은 일본에게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1970
년대에 일본은 대외전략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시도했다.20) 특히 일본은 동
19)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봉쇄정책은 소련에 대한 봉쇄인 동시에 일본 같은 지역의 핵심 동
맹국들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기도 했다(Pyle, 2007; LaFeber, 1997; Cumings, 2009)
20)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1977년 발표된 ‘후쿠다 독트린’이다. 후쿠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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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삼극질서가 출현하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남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1978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는데, 일본은 전쟁 배상금 차원에서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Green, 2008b: 173-174; Yahuda, 2004: 195-198).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면서 1980년대에 중소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고,
중국이 일본과의 선린외교를 지속할 유인은 약화되었다. 반면 미국의 정치적·경제
적 일방주의가 강화되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했다. 일
본은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을 지역으로 다시 통합하고, 서구 국가들과 중국의 관
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다. 일본은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G7 국가 중 제일 먼저 중국에 대한 원조를 재개했
다. 양국의 무역량도 급증해 1993년 일본은 중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다자
제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합하고자 했다. 중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1990년대 초
반까지 지속되었다(Mochizuki, 2005: 136; Green, 2008b: 174; Yahuda, 2004: 181).
탈냉전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현저히 완화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지정학
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다(Yahuda, 2004: 8-9, 209-212).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
지역 안보구조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조직된 양자관계 네트워크였으
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강대국 간의 ‘권력정치’의 성격
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냉전적 대립구도가 지속되면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질
서의 형성이나 지역협력은 취약했고,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여전히 내포하고 있었
다(Cossa, 2008; Shambaugh, 2008; 이삼성, 2006; Mastanduno, 2002).
탈냉전 직후 미국은 냉전적 봉쇄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전략을 폐기했고, 지역에
서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미국의 기본적인 구
상은 일본과의 양자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
의 세계질서로 통합하는 것이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0, 1992; Yahuda,
2004: 246). 탈냉전기 동아시아 전략은 ‘나이 보고서’로 알려진 1995년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에서 확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트린은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한 이후 동남아에서 발생한 힘의 공백에 대응해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일본
의 이러한 시도는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진행되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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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의 유지를 동아시아 전략의 목표로 설정
했다. 또 동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던 탈냉전 초기의 계획
을 역전해 미군의 전진배치를 공약했고, 지역 안보질서에서 일본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5).
나이 보고서에는 군사력을 비롯한 국력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이 갖는 우위와 자
신감이 반영되어 있었다.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헤게모니의 재건에 성공한 미국
은 이를 기반으로 미일동맹을 더 강화해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고,
1996년 타이완 위기에서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했다. 탈냉전 이후 지역에서
미국이 갖는 우위가 가장 명확히 드러난 것은 1997-98년 위기였다. 미국은 지역 국
가들과의 마찰 속에서도 위기의 해결을 주도했고, AMF 같은 지역 다자제도를 통
한 해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역 국가들은 위기의 해결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다자제도의 제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련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해방된 미국은 지역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전략적 자
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Yahuda, 2004: 213-215, 221, 261).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지역 안보질서에
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19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그리고 ‘신가이드라인’으로 알
려진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에 반영되었다. 일본은 경제적 성공을 토대로
1980년대 이후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의 자위대 전력 강화가 본토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미일안보공동선언과 신가
이드라인은 자위대의 활동을 ‘주변사태’로까지 확대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안
보질서에서 일본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Green, 2008b: 181-182;
Yahuda, 2004: 316; Mastanduno, 2002).
나이 보고서의 이러한 기조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2000년 발표된 초
당적 보고서인 미국과 일본: 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하여(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는 일본과의 관계를 ‘부담 공
유’(burden sharing)에서 ‘권력 공유’(power sharing)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미티지-나이보고서’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보통국가화, 그리고 UN 안보리 상임이
사국 진입을 지지했으며, 그 반대급부로 방위비 증액이나 MD체제로의 편입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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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아미티지-나이보고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아시아-태
평양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자위대의 활
동범위는 9·11 테러 이후 인도양까지 확대되었고, 2004년에는 비전투병력을 이라크
에 파병하기도 했다.
아미티지-나이보고서는 일본을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미국의 대항축으로 규정
했지만, 지역 안보질서에서 일본의 위상과 역할 확대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안보적으로 온전한 국가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
었기 때문에 지역체계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평화헌법에
서 벗어나 온전한 국제정치적 행위자가 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
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물리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정체성과 지정학적 야심에서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
에 미일동맹이 그 자체로 일본의 대외정책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Green,
2008b: 172; Yahuda, 2004: 253; Tamamoto, 2003).21)
냉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클린튼 행정부 하에서 대외전략의 중심이 지정학에서 지
경학으로 이동하면서 미국은 일본에게 상품 및 자본시장 개방을 공세적으로 요구
했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비용분담을 요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일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이 중국전략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미-중, 중-일 관계의 동
학이 지역체계의 지정학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커졌고, 일본의 전략적 위상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Abramowitz and Bosworth, 2003).22)
1990년대 중반까지 중일관계는 양호했지만, 이후 중국이 생존과 번영에 대한 자
신감을 회복하고,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관계는 악화되었다.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우려했

21) 탈냉전 이후 일본은 지역정치(politics of the region)를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미국 또한 일
본의 대외적 역할 확대를 지지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은 “후위의 리
더”(leader from behind)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그마저도 경제 이슈에 국한된 “기업가적
리더십”(entrepreneurial leadership)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Rix, 1993: 65).
22) 일본은 스스로 지역의 강대국 역할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쇠퇴가 아주 극적인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동남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의 리더십이 강했지만 2000년대 이후
에는 동남아에서도 중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Yahuda, 201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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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와 군사적 현대화를 우려했고, 이에 따라 미
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대한 일본의 의존은 더 심화되었다(Yahuda, 2004: 322-324).
그러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더 커졌고, 이로
인해 일본이 처한 딜레마가 더 강화되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지
역체계의 불안정을 심화하고 지역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 그
러나 미국과 중국의 우호관계가 심화될 경우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훼손될 위험이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본
은 미일-미중의 구도에서 연루와 방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Yahuda, 2004: 253, 316-317, 325-326; Green, 2008b: 174-182; Tamamoto, 2003).
톈안먼 사태나 타이완 위기로 인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세계시장
으로 통합하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을 대중 정책의 기본적인 노선으로 확립했다.
톈안먼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연장해주었고, 타이완 위
기 이후에는 양국 사이의 외교적·군사적 교류를 더 확대했다. 1998년 중국을 방문
한 클린튼 대통령은 미중관계를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고,

두 개의

중국, 타이완의 독립,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을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반대한다는
이른바 ‘3불’(3No)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Yahuda, 2004: 249, 296).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그러한
기조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확고한 안보공약을 제시하는 동시
에 지역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고, NMD와 TMD를 추진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responsible member)
이 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의 WTO 가입을 강력히 추진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8, 1997).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중국이
세계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되게 되었다.
클린튼 행정부에 뒤이어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튼 행정부가 중국과 일본 사
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미일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ice, 2000; U.S. Department of Defense, 2001).23) 실제로 부시 행정부

23) 미국 국내정치를 의식한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전임 행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행동 패턴이었다. 카터 행정부는 닉슨 행정부의 친중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했지만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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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권 초기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기
도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레토릭과 달리 양국 관계는 악화되지 않았
다. 중국에 대한 관여전략이 약화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재개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양국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며, ‘전략적 경
쟁’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에서도 중국정책의 기본적인 노선
이 유지되었으며, 9·11 테러 발생 이후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레토릭이
현실화될 여지도 사라졌다(Green, 2008b; Yahuda, 2004: 244, 265-267).
9·11 테러 이후 미중관계는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동반자’로 재규정되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나타난 미중 관계의 협력적 양상은 부시 2기 행정부에서 ‘책임 있
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라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공식화되
었다.24)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수용했고, 경제적·정치적으로 가
장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고위급전략대화(SD)와 전략
경제대화(SED)를 제도화했고, 군사교류도 재개했다(Yahuda, 2011: 258-259; Green,
2008a).25).
그러나 9·11 테러 직후와 달리 부시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동
시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했다. 대테러 전쟁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2002년의 
4개년 국방계획 검토(U.S. Department of Defense, 2002)와 달리 2006년 발표된 국
가안보전략(the White House, 2006)26)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미국에 대한 위협임
을 명시했고, 미일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
기 시작했다.27)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의 불침항모’, 호주를 ‘동남아의
완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지만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클린
튼 또한 ‘베이징의 도살자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확립했다.
24)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규정은 1998년 클린튼 행정부가 제시한 ‘전략적 협력자’와 유
사한 개념으로 두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5)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감을 느낄 것을 우려해 차관급이었던 미일전략대화를 장
관급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26) 매년 대통령 명의로 발간되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미국 대외
전략을 규정하는 최상위 지침이다. 국방장관 주관 하에 발간되는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그리고 1997년부터는 4년마다 4개년 국방계획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NSS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내부에서 더 구체적인 군사전략을 제시한다.
27)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하락했고(U.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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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항모’로 규정하고 미·일·호주 삼각동맹을 강화했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개
선도 시도했다(Jain and Bruni, 2006; Twining, 2007; Yahuda, 2011: 215, 256-259).
반면, 중국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으로 인해서 개방된 전략적 공
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28) 미국이 가하는 압박과 견제가 약화되면서 중국은 지
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했다(Yahuda, 2004:
276-283). 우선, 중국은 ‘신안보관’29)에 기반해서 ARF,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 TAC, SCO 같은 안보
관련 지역 다자주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남중국해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했으며, 지역 내 FTA의 흐름을 주
도하는 등 지역 경제통합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했다.30)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은 이미 지역체계의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1997-98년 위기로 인해서 지역의 국가들이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
에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한편,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화
평발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남아 국가들의 불안
을 불식하려 했다(Gill, 2005: 247-248).31) 또 중국은 ARF, EAS 같은 지역제도에 적
of Defense, 2002), 미국이 동아시아를 방기하고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발적인 정세변화로 인해서 9·11 테러 직후 일시적으
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지속했고, 중국의 부상을 적절히 견제하고 관리하고자 했던 것
이다(Sutter, 2008: 90-91).
28) 특히 9·11테러 이후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을 경시한다는 동남
아 국가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테러와의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다(Yahuda, 2011: 213, 299).
29) 1997년에 발표된 신안보관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평등, 상호존중, 불개입에 기반한 상호이익과 협력의 추구 등 ASEAN과
유사한 원칙을 내세웠다.
30)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공세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 ASEAN,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
카오, 타이완, 칠레 등과 FTA를 이미 체결했고, 한중 FTA, 한중일 FTA도 추진 중이다.
31) 탈냉전 직후 중국은 미국의 우위가 약화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에 대한 대항균형(counter
balancing)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후반 미국 중심의 단극체
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지역 다자제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신안보관’은 이러한 노선전환의 산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위협을 느껴 ‘위험분산’(hedging) 전략을 채택하지 않도록 미일동맹에 직접
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화평발전’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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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참여하고, APT, SCO 등 새로운 지역협력의 틀을 주도적으로 제기함으로
써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다(Yahuda, 2004: 216; Saunders, 2008).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 중심의 지역체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도전으로 변화했다. 경제성장을 토대로 중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도
모하는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2008-09년 위기 이전에 이미 미국
동맹국들의 제1 교역대상국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이를 토대로 군비를 급속히 증
가시켜 군사력을 강화했다.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체계를 재조직할 능력은 결여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은 국가간 체계를 재
편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Gates, 2008; Hung,
2009; Trichur 2009; Selden 2012; Ikeda 2003).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과거와 달리 지역 국가들은 일방적으
로 미국에 의존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복잡성도 커졌다(Cossa, 2008;
Yahuda, 2008; Sutter, 2008). 냉전 시기 미국의 봉쇄전략은 지역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중심의 양자적 관계는 온전한 의미의 지역이 형성되
고 발전되는 데는 장애가 되었다(Beeson, 2007).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일본
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독자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었다(Stubbs, 2005; Green, 2008b).
지역질서의 분절성과 취약성은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미중 간의 긴장 속에서 지
역의 불안정성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2007-08년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0년대 세계경제의 핵심축인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가 동일한 양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또 지역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
지 않고, 미국 시장에 의존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
전환이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이로 인한 미중 갈등의 고조 등이 나타날 경우 지
역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도 있다.

(Yahuda, 2004: 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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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성장·위기·변화
미국의 냉전전략은 안보적으로는 지역을 분할했지만 동시에 “초대에 의한 발
전”(Wallerstein, 1979, 1999a)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
를 제공했다(Abbott, 2009; Trichur, 2009; Beeson, 2004, 2009). 냉전기 동아시아는 냉
전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서유럽과 달리 낙후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냉전의 약
한 고리인 동시에 미국의 냉전전략의 핵심이었던 발전주의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지역이기도 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위기, 변화가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쇄신의 계기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의 변화에 조응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지역체계의 지정학과 마찬
가지로 미국 헤게모니는 특수한 방식으로 관철되었고,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발전
양상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했다. 따라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에 조응하
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역
경제질서의 특수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세계전략은 시혜적 성격을 가
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냉전의 심화로
인해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 경제 속에 통
합시키려 했고, 그 결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 위계적인 3
각 관계가 형성되었다(McMichael, 2012: 158; So and Chiu, 1995; Cumings, 1987).32)
이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막대한 원조와 차관을 제공했다. 1950-70년 20
년간 미국의 대일본 원조액은 연평균 5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에 대한 군사적·경제
적 원조액은 1946-78년 사이에 130억 달러, 대만에 대한 원조액은 56억 달러에 달
했다(Cumings 1987: 67; Borden 1984: 220). 미국의 직접적인 원조만큼 중요한 것이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수물자 수요는 일본의 산업이 재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일본을 위한 마샬플랜”
이었다(Cumings 1993).
32)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심화했으며, 냉전이 본
격화되자 동남아 시장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배후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동남
아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승인했다(Yahuda, 200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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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게모니 하의 국제적 군사케인즈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동아시아가 특
이했던 것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특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보다 더 컸고,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독일보다
훨씬 더 작았다는데 있다(Cumings, 1987; Calder, 2004).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NATO로 조직된 유럽의 핵심동맹국들과 유사해보였지만 경제력에 비해서 방위비
분담률이 현저히 낮았고,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자회사 설립의 형태로 초국적 법인자본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서유럽과 달
리 미국은 초국적 법인자본의 동아시아 진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국 시장을 개방
하는 역개방 정책을 채택했다. 일본은 방어비용을 외부화하면서 경제적 자원을 수
출주도 산업화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일본은 이른바 ‘안행 모델’(flying
geese model)의 선두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인 동시에, ‘자유
세계’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쇼케이스’가 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흥을 가능하게 한 공공재
를 공급했고, 따라서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단순히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33) 일본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안보우
산 속에서 수출주도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고,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적 발전
이 시작되었다.34) 미국의 이러한 지역전략 속에서 일본은 단기간에 전후의 파괴로

33) 미국과 소련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이었다. 소련 또한 동아시
아 지역에서 전략적-안보적으로 중요한 행위자였지만, 소련은 미국과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34)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에 관해서는 문화적 설명(유교자본주의론), 시장중심적/신고전파적
설명(수출지향적 산업화), 국가주의적/제도주의적 설명(발전국가론), 종속이론, 세계체계분석
등 다양한 이론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제시되어 왔다. 일본과 ‘네 마리 용’이 공유하는 문화
적 유산을 강조하는 유교자본주의론은 동아시아 지역 내부의 문화적 이질성을 간과하며,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몰락의 원인을 20세기 후반의 성공의 요인으로 제시해 설명의 일관성
을 결여하고 있다. 또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와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계은행과 IMF의 공식 입장인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수출지향적 대외개방과 시장주
도적인 발전전략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성장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동아시아 국
가들에서 국가의 광범한 개입과 “시장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한편, 발전국가론
의 경우 경제계획과 산업정책, 금융자원 배분 등 경제 전반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한다(Stubbs, 2005; So and Chiu, 1995).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
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지만 여전히 개별 국가 단위로 설명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가능하게 한 세계체계적 조건들
이 설명되지 못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려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은 지역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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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벗어났고, 197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경제기적’을
경험했다(Trichur, 2009; Stubbs, 2005; Beeson, 2004; So and Chiu, 1995; Cumings,
1999, 1993; Woo-Cumings, 2005).
미국은 1950년대까지는 일본과 한국·타이완을 개별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그러
나 1960년대에 냉전전략의 핵심으로서 발전주의 기획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케네
디 행정부의 정책계획위원회 의장이었던 로스토우는 한국과 타이완을 일본 경제와
재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개별적인 지원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
서 미국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국가들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
국은 한국과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을 극복하고 일본의 무역과 투
자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했고, 현대화론에 입각해서 군사정부를 적극 지원했
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과 타이완은 일본 중심의 지역 경제 네트워크로 포섭되
어 강력한 수출지향적 발전을 추구했고, 일본은 전쟁으로 상실했던 구 식민지를
부분적으로 다시 통합할 수 있었다(Cumings, 1993).
1970년대 초 미국 헤게모니의 징후적 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 또한
변화했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발전 방향 역시 전환되었다. 가장 중요
한 변화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력의 증가였다.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과의 데탕트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은 일본 자본의 팽
창을 위한 예외적 보호를 축소하기 시작했다.35) 1971년 ‘신경제정책’을 발표한 닉
슨 행정부는 일본에게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36)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재조직된 세계체계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개별 국가의 제도적 특성
에 관한 분석보다는 세계체계적 과정에 관한 분석을 강조하는 세계체계분석의 문제설정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 동아시아 지역경제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
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체계적 동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역적 동학에 관
한 분석이 필요하다.
35) 일본은 부유한 미국 시장에 수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세계체계의 위계 구조에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처럼 일본의 흑자가 신중상주의적 정
책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재정문제가 초래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의 저렴한 공산품을 수입함으로써 1960년대의 군비와 국내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자본은 거대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
의 권력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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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일본 자본은 ‘네 마리 용’으로의 진출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71년 엔화 평가절상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의 석유
파동과 세계경제 침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경제전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
대되자 일본 자본은 비용절감을 위해 지역 국가들로 생산을 이전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위계적인 다층적 하청체계가 조직되었다.37) 이에 따라 일본은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특화했고,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의 투자가 한국과 타이
완으로 집중되었다. 또 이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
출 우회로의 기능도 수행했다. 그 결과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는 신흥공업국
(NICs)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미국 헤게모니가 위기에 직면하고, 세계경제가 불황기에 진입했지만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일본 중심의 하청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미국·유럽 시
장과 연계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했다. 신흥공업국들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지만, 일본의 발전모델에 대한 모방,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 미국과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네 마리 용’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하청체계
에 편입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되고 성장했다(McMichael, 2012:
134, 158-159; Hatch and Yamamura, 1996; Ozawa, 1993; Stubbs, 2005; So and Chiu,
1995; Trichur, 2009; Beeson, 2010).
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 역시 지역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한국전쟁이 일본의 재건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전 특수가 한국과 타이
완의 발전에 기여했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약탈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
가들에 대해서는 역개방 정책 같은 특혜가 부분적으로 유지되어 지역의 발전에 기
여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일본에 대한 경
36) 일본은 자발적 수출규제를 통해서 대미 흑자액을 행정적으로 조절했고, 엔화를 16.9% 평
가절상했다.
37) 일본 자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특이한 것은 초국적 기업의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소수지
분 보유, 하청, OEM 등의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투자방식을 통해서 실제 투자는 최소화하면
서 생산은 국제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기에 편입된 국가들은 분업의
위계에 따라 상이한 생산 부문에 특화했다(Ozawa, 1993; Arrighi, Ikeda, and Irw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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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압력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탈냉전 이전까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
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했고, 이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
국 시장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Woo-Cumings,
1993: 16, 1991: 92-97; So and Chiu, 1995).
1980년대에 미국의 세계전략은 일방주의적이고 약탈적인 성격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력도 강화되었다. 엔-달러 협정이나 플라자합의가 보여
주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은 대체로 미국의 요구에
순응했다(Mulgan, 2006; Grimes, 2005). 엔화 평가절상으로 인해서 자산버블이 형성
되고 국내 생산비용이 급증하면서 일본자본의 해외투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1985
년부터 1989년까지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액은 매년 2배씩 증가했다. 다
수지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1988
년 일본이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배 이상 증가했고, 1989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41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의 317억 달러 보다 더 커졌다
(Arrighi, Ikeda, and Irwan 1993: 62; Ozawa, 1993: 130). 일본 자본이 동남아로 대거
투자된 결과 일본 주도의 생산질서는 동북아의 신흥공업국에서 동남아까지 확대되
었다.38)
한편, 저부가가치 생산물에서 ‘네 마리 용’의 경쟁우위가 침식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에 대한 이 국가들의 직접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플라자합의 이후
의 엔고로 인해서 신흥공업국의 제조업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
고, 제조업의 유례없는 팽창이 진행되었다. 저달러-저유가에 기반한 수출호황을 토
대로 일본 해외투자의 유입국이었던 한국과 타이완 자본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Trichur 2009; Scott 2008: 105; Beeson, 2004; Beeson and Broome, 2010; Sum,
2000; Chanda, 2008).39)
38) 동남아가 일본 중심의 하청체계로 통합되면서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연결되
는 다자적인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일본 기업의 기업 내 거래의 형태로 지
역 국가 간 무역도 증가했다(Hatch and Yamamura, 1996: 26).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였다.
39) 이 시기 일본자본의 동남아 진출은 지역 국가들의 개방화와 금융화를 조건으로 했고, 투
자대상 국가의 정부는 일본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또 기술이전이나 산업정책
이 부재했고, 국민경제의 독자적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역화에 수직적으
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일본 자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네 마리 용’의 이른바
동아시아 발전모델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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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에 나타난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형성과 성장은 미국 헤게모니의 징
후적 위기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미국 헤게모니가
위기에 직면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약탈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제3세계에서 발전
주의의 전망은 소실되었고,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대다수의 주변부·반주변부의 국
가들이 위기에 빠졌다. 또 북미와 유럽 같은 전통적 중심부,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
장 또한 1970년대에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의 유일한 예외가 동
아시아 반주변부·주변부 국가들이었다(Beeson, 2009b, 2010).
1970-80년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전략 하에서 전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재집중
되면서 다수의 국가들이 외채위기로 인해 자본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저렴한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에 의존해서 무역흑자
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헤게모니의 금융화와 미국의 약탈적 세계전략으로 인한 자본흐름
변화의 수혜자였다(Arrighi and Lu, 2009; Arrighi, 2003).
플라자합의의 결과 일본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과정에서 지역적
발전에 성공했고, 그 결과 독자적인 지역체계로서 자기완결성의 징후들이 나타나
기도 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네트워크가 동남아까지 확대된 결과 지역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었고, 일본의 영향력도 더 커졌다.
1985년 일본의 무역흑자 중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그 비중이 57.2%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 일본과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연계는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블럭이 형성되었던 1930년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복구되었다. 1930년대 중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일본
전체 수입의 50%를 상회했는데, 1994년에 그 수치가 40%에 육박했다. 또 1994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일본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했는데, 이는 1930년대
중반의 36%를 넘어서는 수치였다. 또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공적개
발원조 최대 공여국이 되었고, 또 일본은 지역 경제통합 의제에서도 주도권을 행
사했다. 일본은 호주와의 공조 하에 1980년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를 개최했고,
이를 유럽과 미국에 대당하는 아시아 경제블럭의 초보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려 했
다(Pempel, 1999, 1997; Crone, 1993: 515).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동남아 국가나 ‘네 마리 용’은 물론, 일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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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미국 시장으로의 상품 수출과 기축통화 달러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근본
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발전은 독자적
인 지역경제의 확립과도 거리가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시장에 저가의 노
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 준비금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으며, 일본
을 제외하고는 지역 산업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내수는 부족하고, 수출의존도는 높은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
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수출과 흑자의 확대가 외환보유고의 증
가와 엔화에 대한 평가절상압력으로 귀결되어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40)
한편, ‘네 마리용’은 동남아의 편입으로 인한 경쟁의 격화에 대응해서 구조조정
을 시도했다. 우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한국과 타이완은 자
본집약적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채택했고, 한국은 반도체, 타이완은
컴퓨터 관련 부품에 특화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금융에 특화해 금융 중심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이 기술적 위계의 최상층부를 장악하고 있
는 상황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금융 허브로서의 역
할 또한 그 규모나 세계체계에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발전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순적으로 결합된 형태
를 띠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경제가 내포한 모순은 미국의 공세적인 경제전략,
그리고 플라자합의 이후의 변화가 동아시아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 극명하
게 드러났다.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미
국의 경제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규제 철폐를 요구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부분적으로 금융개방 조

40) 동아시아의 성장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심부의
핵심 부품과 기술, 기업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던 동남아 국가들은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성
장이 지속될수록 국제수지 적자가 악화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저임금을 통해 수출경쟁력
을 유지하고 외환(달러)를 확보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했던
지역 국가들 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도 불가피했다. 1970년대까지 중심부 국가들과의 격차
를 줄이는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성공이 다른 국가들로 확
대된 것은 1980년대였고, 그 범위는 ‘네 마리 용’으로 국한되었다. 동남아의 경우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위소득 국가군에서 상위소득 국가군으로 상향이동한 일본, 그리고
하위소득 국가군에서 중위소득 국가군으로 이동한 ‘네 마리 용’과는 상이한 발전 궤도를 따
랐다(Arrighi, Ikeda, and Irw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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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시행했다. 1993년의 새로운 경제파트너십을 위한 미일합의(U.S-Japan
Framework for a New Economic Partnership)는 일본의 규제완화,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자동차, 보험, 반도체, 건설 개방 등을 규정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20개 이상
의 양자협정을 일본과 체결했다(Hyland, 1999: 127-133; Beeson, 2007: 204).
1990년대 초반 미국의 태평양 무역액이 대서양 무역액을 초과하고, 탈냉전으로
지정학적 긴장도 완화되면서 클린튼 행정부는 전면적인 금융 및 무역 자유화 요구
를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대했다.41)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은 IMF 같은 국제기구
는 물론 APEC 같은 다자주의적 틀을 활용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
건으로 금융자유화 조치를 요구했다(Scott, 2008: 109; Beeson, 2007: 206-209;
Kirshner, 2014a; Gowan, 1999).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개
방을 더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 투기자본도 다량 유입되어 금융 불안정성
이 심화되었다(Wade and Veneroso, 1998; Beeson and Broome, 2010).
플라자합의 이후의 지역경제 성장국면은 역플라자합의와 함께 종료되었다. 달러
화를 평가절상하고 엔화를 평가절하 해 일본의 장기침체를 해결하고 미국 금융시
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던 역플라자합의는 일본을 제외한 지역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또 달러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서 달러에 화폐가치를 페
그시키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으로 다량의 해외자본이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자산버블이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과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의존하
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플
라자합의로 인한 엔화 가치의 상승과 달러 가치의 하락이 동아시아 지역 경제 성
장의 발판이 되었다면, 역플라자합의로 인한 엔화 가치의 하락과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급속한 금융개방이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
플라자합의로 인한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은 장기침체에 빠져 있었고, 역플라
자합의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발전의
성공적인 단위로서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의미는 격하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이제 위기의 원인인 시장 왜곡과

41)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칙을 고수해 1994년 중국을 미국의 최혜국으로 재차
승인했고, 중국의 인권문제와 경제이슈를 분리했다. 또 1999년 중국과 항구적인 정상적 무
역관계(PNTR)를 보장하고, 2001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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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의

온상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Walter,

2008;

Abdelal,

2007;

Bernstein, 2006). 미국과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시장 개방 확대,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자유화,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서 위기의 당사자였던 한국, 태국 등의 국가들은 물론, AMF등을 통
해서 위기 해결과정에서 지역적 지도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일본 또한 철저히 배제
되었다(Sheng, 2009; Corden, 2001; Pempel, 1999; Kirshner, 2014a; Grimes, 2009).42)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취약성과 미국의 우위가 확
인되었고,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한 불만, IMF 같
은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독자적인 동아시아 지역
경제질서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Sheng, 2009; Higgot,
1998; Grimes, 2003; Bowles, 2002; Crotty and Epstein, 1999; Cohen, 2000).
그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독자적인 해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우선, 일본은 AMF
를 설립해 아시아 국가들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미
국과 IMF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 엔화를 국제화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시장으로 일본경제를 재편하려는 시도 또한 성공적이지 못했다. AMF 시도의
실패 이후에도 일본은 ‘마닐라 프레임워크 그룹’(Manila Framework Group)과 ‘신 미
야자와 구상’을 통해서 지역 금융질서의 재편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했지만 미국
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역 국가들 간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43)도 체결되었지만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IMF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Simon, 2008; Katada,
2002; Bowles, 2002; Higgot, 1998; Hughes, 2000; Altbach, 1997; Grimes, 2003).

42) 일본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구제금융에 미국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지만, 의사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43)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9년 11월 APT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금융
지원메커니즘 강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0년 5월 APT 재무장관 회의에서 외환위
기 재발방지를 위해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즉 CMI 체결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외환위
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협력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중일, ASEAN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이 양자통화스왑협정을
골자로 하는 CMI에 합의하자, 미국과 IMF는 CMI가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
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과 IMF는 CMI의 기금 중 90%는 IMF의 승인을 받
아서 집행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CMI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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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경험,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이 야기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동아시
아 국가들은 외환보유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존성이 더 커졌음을 의미했다(Helleiner, 2011; Murphy, 2006; Hung, 2009). 외환위
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IMF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협력의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협력
의 기반은 취약했고, 지역 국가들은 달러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개별
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통화 스왑 등의 형태로
달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자 했다(Katada, 2011; Hale, 2011)
이처럼 동아시아의 부상과 성장은 미국 헤게모니 변화의 한 단면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의 성장은 매우 성공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지만 그 주된 동력이 지역 내부의 동학
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 세계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계적인
것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성장이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나 미국에 대한 의존·종속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성장을 미국 시장에 의존한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으
며,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를 종속적·수직적 관계로 개념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ott, 2009; Trichur, 2009; Beeson, 2009; Grimes, 2011; Cumings, 2009).
동아시아의 성장이 갖는 이러한 한계는 2000년대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관
계에서도 잘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의 핵심은
미국의 이중적자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아시아 수출달러 환류이다(Dumenil and
Levy, 2003).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흑자를 미국 재무부증권 구매에 사용하고, 이를 준
비금의 형태로 보유함으로써 미국은 금융화에 기초한 경기부양을 유지할 수 있었
다. 새로운 헤게모니의 후보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동아시아(일본, 중국)가 미
국 헤게모니를 지탱해주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자본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동아시아의
우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최종 소비자’로서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또 거대한 달러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달러
가치의 유지를 강력히 지지할 수밖에 없다. “금융공포의 균형”(Summers, 2005)이라
고 지칭되는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불균형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미국에 대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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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우위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미국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Hung, 2009).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보다, 개별 국가
들이 ‘최종 대출자’이자 ‘최종 소비자’인 미국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Ikeda, 2004; Gulick, 2011). 지역 내 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 북미로 수출되기 이전의 중간재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 내 무역구조도 완결적
이지 않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서 축적한 자본 역시 지역에서 순환
되지 못하고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예외적으로 ‘성
장’에 성공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는 미국시장에 의존적인 것이
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적 경제통합이 현실화되기도 쉽지 않다. 지역 국가
들이 달러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이른바 ‘경쟁적 자유
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는 이러한 분절적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Scott,
2009; Beeson and Broome, 2010; Gulick, 2004; Solis et al., 2009).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설명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미국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중
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제공
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해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화교 자본의 직접투자 증가를 매개
로 대만·홍콩·싱가포를 등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했고, 2002년에는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동남아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했다(Beeson 2013,
Selden 2012; Chanda, 2008; Lincoln, 2008 ).44)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외환위
기 이후 해체되었던 독자적인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라는 관념은 새로운 추동력을
44) 중국의 대외개방형 경제성장은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고, 1992년의 이른바 ‘남순강화’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는 ‘네 마리 용’의 구조조정 시기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
역경제의 재편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직접
투자 유입에 기반한 것으로 이런 점에서 중국의 성장은 일본과 ‘네 마리 용’의 이른바 안행
형 모델과 차이가 있었다(Ohashi, 2005: 71). 1990년대에 개발도상국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증가했고,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미
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으로의 투자를 주도한 것은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의 화교
자본이었고, 주로 화남지역, 특히 광둥성의 섬유·전자공업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중국에 투
자된 화교자본은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본이 아니었고, 실물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
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남아보다는 ‘네 마리 용’과 더 비슷한 측면이 있으며, 중국의 통합을
동아시아의 위계적인 하층체계의 확대로 보아야한다(백승욱, 2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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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1997-98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세
계경제의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서 다량의 외
환을 축적해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했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경제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시장과 금융시장에 의존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중국경제의 현대화가 중심부 국가의 저부가가치 산업을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비용경쟁력이 결국 저임금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
계도 있다. 그러나 이중적자의 누적에 기초한 금융화가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자본에 대한 미국의 의존 또한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계가 드러
날수록 동아시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수출달러
를 더 이상 미국 금융시장을 환류시키지 않을 경우 달러 발권이익은 유지될 수 없
으며, 미국은 국내 소비를 줄이고 고금리·긴축재정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
다. 전략적·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과 달리 중국이 수출달러 환류
를 주도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Beeson and Broome, 2010; Beeson, 2007;
Kirshner, 2014a; Ohashi, 2005).
중국은 자신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을 인지하고 있으
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다. 중국은 기축통화 달러가 갖는 구조적 권력이 부과하는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증가시키고, 동아시아에서 국제통화로 확립하고자
시도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
키고자 했는데, AIIB 설립, 동아시아 채권시장이나 CMIM 같은 지역 통화협력 시
도, 지역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려는 시도 또한 이러한 전략의 연장
선에 있는 것이다(Kirshner, 2014b).45)
45) CMI를 다자화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 2007-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CMIM을 위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ASEAN이
20%, 한국이 16%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또 2003년에 설립된 ‘아시아 채권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시도나, 지역 차원의 공동채권시장을 활성화 해 유동자금의 지역 내 순
환구조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금융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시도도 확대되었다(Grimes, 2009,
Lincoln, 2008). 그러나 CMIM에서 IMF의 동의 없이 가능한 거래 규모는 전체 펀드액의
20%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동아시아 중앙은행장 회의(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EMEAP)에서 아시아채권기금에 관한 합의도 도출되었다. 일본,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
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태국이 참여한 아시아채권기금은 지역의
다른 국가로부터 장기대부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려는 시도였다. 또 아시아채권기금은

제5장.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247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변화는 지역 경제통합의 틀을 둘러싼 경쟁에서도 나타났
다.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중국은 줄곧 미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같은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들을 배제하는 ‘아시아’나 ‘동아시아’, 즉 APT를 지역 경제통
합의 기본적인 단위로 제시해왔다. APT에 기반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옹호하던 중국은 ASEAN+6에 기반한 일본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CEPEA)
제안을 일부 수용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통합의 외연을 확장한 것은 사실이지
만, 새로운 아키텍처에도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냉전전략 속에서 태평양의 일부로 동아시아를 사고했고, 탈냉전 이
후에도 자신이 배제된 지역질서의 형성을 우려, 동아시아를 태평양으로 포괄하는
전략을 선호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결합 혹은 태평양
의 일부로서 동아시아라는 관념에 기초하는 TPP, FTAAP 같은 구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세계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G2’로 부상한 중국 또한 대안적인 지역체계의 발전상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혹
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논의는 미중 양국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
다. 특히 금융위기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의 강화를 미국에게 사
활적인 국가적 과제로 만들었다(Scott, 2009: 101; Selden, 2012; Solis et al., 2009).

2. 미중관계의 쟁점
2000년대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체계로 완전히 통합된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에서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취약성이 부각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상과 헤게모니 이행의 문제는 미중관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온 쟁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미국 시장과 달러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채권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이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도
록 해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CMIM과 마찬가
지로 아시아채권기금 역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실제로 2007-08년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CMIM이나 아시아채권기금을 활용하지 않았다
(Katada, 2011; Hal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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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미중 양국 사이의 헤게모니 이행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규모나 달러 자산 보유액은 과거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또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지역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등 미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 조정 전략
을 강력히 추진하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관계
에서 갈등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중국의 부상은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197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세계경제로 다시 통합
되기 시작한 중국의 성장은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었고,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
기와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는 지역경제의 핵심 국가가 되었다. 또 중국은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군사적 현대화도 강력히 추진했다. 경제력과 군
사력에서 세계 2위의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지칭되기에 이
르렀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중국의 능력과 의도에 관한 평가, 그
리고 미중 양국의 상대적 국력 같은 헤게모니 이행의 쟁점이다(Yahuda, 2008, 2011:
269-304; Shambaugh, 2005, 2013).
중국은 탈냉전 직후 단극체계를 수용하지 않았고, 미국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
하면서 균형을 시도했다. 중국은 단극체계의 해체와 다극체계의 형성을 전략적 목
표로 설정하고, 다극체계를 구성하는 강대국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도적
우위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균형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없었
다(Goldstein, 2003; Swaine and Tellis, 2000).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미국의 압도
적인 힘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국내발전에 집중하는 ‘화평발전’, ‘화평굴기’를 추구
하겠다고 강조했고, 미국과 주변국의 동맹관계를 수용하고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
는 ‘매력공세’에 치중했다(Shambaugh, 2005: 26-29; Yahuda, 2011: 199-200, 287-288;
Zhang and Tang, 2005: 49-55; Bates, 2005: 247-248; Saunders, 2008: 131-133;
Lampton, 2005; Johnston, 2003).46)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우위에 대한 실제적인 도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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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이를 토대
로 군사적 현대화도 진전되면서 지역체계는 물론, 세계체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지역으로의 해외투자 유입을 주
도하면서 지역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47)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역 주요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지역 경제통
합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Yahuda, 2011: 304; Beeson, 2013; Bergsten,
2008).
나아가 중국은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군사적 현대화를 가속화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육군 중심으로 아시아 내륙 방위에 주력했던
군사력의 배치와 작전개념도 변화시켰고, 전지구적 작전에 대비한 장비와 작전개념
을 확립하려 했다. 중국은 군비증가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
기 등 최신장비를 도입하거나 개발했고, 전략 핵전력도 보강했다. 그 결과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A2 / AD) 능력과 전력 투사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Saunders, 2008; Bates, 2008)
미국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거와 달리 지역 국가들은 일방적으
로 미국을 지지하기 않게 되었으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 헷징 노선을 추구하기
도 했다(Medeiros, 2005; Goh, 2005; Sutter, 2008: 87-88).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능력
의 증가를 토대로 지역체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국가로 성장
한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를 가진 국가이고, 안보 전략에서 강한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경험과 달리 국제정
치경제 질서에서 근본적인 힘의 이동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였다(Hung,
2009; Selden, 2012; Ikeda, 2003; Trichur, 2009; Gaulier et al., 2006; Komori, 2006).
46) 미국의 우위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 또한 중국의
이러한 전략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성장에 불안
감을 느꼈고, 이 때문에 주변국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편익을 취하는 동시에, 군사적 발
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이른바 ‘헷징’(hedging) 전략으로 대응했다(Yahuda,
2004: 300-301, 2011: 346-355; Sutter, 2008: 97; Shambaugh, 2005: 41; Lampton, 2005: 320).
47) 중국의 성장과 함께 동아시아 내부의 분업구조가 재편되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으
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이 재조직되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상당부분 중국의 수출경제와
연계되었고, 중국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 커졌다(Chanda,
2008; Ohash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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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대적 힘의 변화가 미중 간 헤게모니 이행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출현했다(Lai, 2011; Lemke, 2004; Ross and Zhu, eds.,
2008).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된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을 대체하는 중국 발전모델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 시도는 미국이 갖는 우위의 핵심이었던 달러의 우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미국 주도 국제정치경제 질서 하에서 중국은 불가피하게 원
치 않는 달러 자산을 매입·누적해야 했고, 중국 역시 달러 가치 유지에 이해당사자
가 되면서 미국의 구조적 우위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
융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장기간의 고도성장과 외환보
유고 증가는 이러한 시도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따라 생산은
물론, 통화·금융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는 과감한 전망도 출현
했다(Minikin and Lau, 2013; Kirshner, 2014b; Beeson and Broome, 2010).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금융위기 전후의 미중관계가 제기하는 복잡한
쟁점이나 중국의 부상이 갖는 세계체계적 함의, 미중 양국의 상대적 힘의 다면적
인 측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금융위기가 미중 양
국의 상대적 힘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세계
체계 변화의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의 힘과 양국 관계의 경제적 구
조, 양국의 의도와 전략을 더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는 비교
적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국방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
은 아니며, 군사력의 투사 범위 또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기술적
인 측면에서도 미국에 비해 20-30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토대로 미중 간의 갈등이나 헤게모니 이행을 전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실에서 중국의 그러한 시도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Keith et al.,
2005; Ross and Zhu, 2008; Chan, 2008; Gaulier, Lemoine, and Unal-Kesenci, 2006;
Cossa, 2008: 319-320; Sutter, 2013).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갈등요인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이 첨예하게
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군사력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명확하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더
복잡한 쟁점을 제기한다. 우선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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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금융적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이격되어 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
향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역시 미국에 대한 의존력의 지표이긴 하지만, 국부펀드나 AIIB 시도에서 알 수 있
는 것처럼 중국의 대외적 협상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은 1인당 GDP로 표현되는 경제발전의 수준이나 경제구조에서 미국
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국제적 분업의 연쇄에서 가
장 낮은 단계에 배치되어 있으며, 외국의 설비와 자본, 나아가 외국 시장에 의존하
는 단순조립에 특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현대화는
사양산업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중국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비용경쟁력이 기술혁신이 아니라 저임금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이 새로운 축적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중국은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외전략보다는 국내적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Beckley, 2011; 백승욱, 2008; Shirk, 2007).
또 동아시아의 제조업이 최종소비자로서 미국으로의 상품수출에 의존하고 있으
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 주도의 국제
정치경제질서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헤게모니 이행 전망의 현실성을
반감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무역흑자와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누적으로 나타나는 중
국의 금융력 확대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준다. 새로운 헤게모니의 후
보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온 동아시아(일본, 중국)가 미국 헤게모니를 지탱해주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Hung, 2009).

<표 5-1.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비중>
수출(2012년)
미국

홍콩

일본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20%

12%

8.4%

5.6%

4.1%

2.9%

2.7%

2.4%

2.4%

태국

말레이

3%

3%

수입(2012년)
일본

한국

미국

독일

호주

18%

14%

11%

8.3%

6.4%

브라질 싱가포르
3.8%

출처: World Bank.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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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 미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총수출의 20-25%를 차지하며, 동아시
아 국가들로의 수출이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최종재의 중간재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중국 수출의 미국 시장 의존도는 더 커진다. 중국의 대미 흑자액 중 60% 정도
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중간재
를 수입하고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흑자로 추산된다
(Chanda, 2008; Ohashi, 2005; Zhu and Kotz, 2011; Wang, 2014: 102).
금융위기 직후 중국의 수출이 급감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경제는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도 성장모형과 구별되는 대안적인 발전경로를 확립하지
못했고, 역설적으로 달러와 미국 금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
여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축적한 수출달러와 미국 재부무 증권은 중국의 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부채를 발행하고 국내 금융시장으로 세계의 자
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금융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발전은 미국 헤게모니 질서 내부에서 이뤄진 것이며,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
다. 1997-98년 위기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동아시아 수출경제는 신경제 붕
괴 이후 전개된 금융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에 편승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
다. 중국은 대규모의 해외자본 유입에 근거해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으로서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동시에 수출 흑자의 안전한 ‘저수익’ 투자처로 미국
금융시장에 의존했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대미수출은 달러와
미국 금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국은 달러 발권이익을 활용
해서 부채를 누적하면서 동아시아로부터 상품과 자본을 동시에 수입해 왔던 것이
다(Zhu and Kotz, 2011; Walter and Howie, 2011; Hung, 2009).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국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주도의 질서 내부에서 발전을 도모해 온 중국의 의도 역시 단기간에 미국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Chan, 2007). 미국의 우위를 강
조하는 이러한 논의를 따른다면 미국이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 등 국력의 전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는 “고독한 패권국”(lonely super power)인
반면, 중국은 가장 유력한 도전국이지만 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패권국에 도전하
지 못하는 “고독한 도전국”(lonely rising power)일 수밖에 없다(Zhu, 2008).
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중적자의 폭이 지나치게 커졌고, 금융위기 이후

제5장.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253

미국의 취약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과도한 부채의 누적과 금융적
팽창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고, 현재 미국의 우위를 유지시켜주는 메
커니즘의 지속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통화·금융권
력의 유지가 미국의 사활적인 전략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출달러의 환류가 미국의 이중적자를 충당해주는 메커니즘이 중단될 경우 미국
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채권국들과의 협조 속에서 불균형을 완만하게 조정
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달러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달러 가치의 폭락은 중국이 보유한 자산 가치의 폭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
국이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우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Murphy, 2006). 2007-08
년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침체에 직면하는 반면, 미국은 통화·금융에서의 우위
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역설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사태 전개는 미국의 우위가 갖는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G20의 틀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주요
채권국들의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이 미국에 의존적인만큼 미국 또한 중
국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이중적자의 규모가 커지
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취약성이 드러날수록 동아시아가 갖는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취약했던 과거의 일본과 달리 중국은 환
율조정을 비롯한 갈등적인 쟁점들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Pesek,
2007; Beeson, 2009b).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축 통화 발행국으로서 미국이 발권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자산 보유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미국 재무부증권 보유국들이 이를 통해서 최소한 ‘금
융 공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Summers, 2005)은 시도할 수 있기 때문
에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중국 경제성장의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되거나, 미국 경제의 부침이나 미국의
거시경제적 조정, 공격적 무역정책이 등이 중국 경제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미
중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Bergsten et als., 2006, 2008; Goldstein, 2008; Kirshner,
2008). 문제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이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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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격적 무역정책이나 환율조정은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미국에게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통합
의 아키텍처 경쟁 또한 이러한 갈등의 한 단면이다. 미국을 배제한 지역주의를 지
향하는 중국의 전략을 미국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아시아-태평양에
기반한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의 전략을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아시아-태평양
이라는 틀 속에서 분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2000년대를 특징지어온 미중관계의 경제
적 구조가 어느 정도로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미중관계이
핵심 쟁점인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당사자들에게 조정의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
에 그 자체로 갈등적인 쟁점일 수 있다(Cohen, 1998, 2006; Kirshner, 1995, 2014).
향후 미중관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에 있어서 미중
간 협력 혹은 갈등의 양상, 지역 경제통합을 향한 경쟁에서 나타나는 지역경제질
서의 재편 전망이다. 또 경제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을 통해서 미중관계나
동아시아 지역을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와 ‘재균형’을 선언하고, 강력
한 개입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 핵심적인 전략적 고려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
고, 이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대응이나 향후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전
망에 따라 지역에서 긴장과 갈등이 첨예화될 수도 있으며, 특히 미중관계에서 갈
등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 글로벌 불균형 조정전략과 위안화 환율갈등
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즉 미
국의 통화·금융권력의 유지와 관련된 위안화 환율문제이다. 미국은 이중적자가 급
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채권국들에게 환율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미국 재무부증권 최대 보유국으로 부상한 중국에게도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과 주요 채권국들 사이의 글로벌 불균형이
채권국들의 인위적인 통화 저평가, 즉 ‘환율조작’과 과도한 저축으로 인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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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에 기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조정의 책임 또한 채권국들에게 있으며,
자국의 긴축정책을 의미하는 ‘지출변화’가 아니라 채권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의미
하는 ‘지출전환’을 통해서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Geithner, 2010; 2011; Bernanke, 2009; Bergsten ed., 2009).
반면 중국은 미국의 방만한 거시경제 정책과 과소비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반박
했고, 플라자합의의 전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위안화 절상은 중
국의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미국의 강력
한 압박으로 인해서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왔다. 중국인민은행은 2005
년 7월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복수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변동환율제 채택
을 발표했다. 환율제도 변경과 함께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평가절상하고 “보
다 더 유연한 환율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사실상
의 고정환율제로 복귀했던 기간(2008년 7월-2010년 5월)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관리
변동환율제를 계속 유지해왔으며, 일일 변동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위안화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되었다.

<표 5-2.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기간

환율제도

일일 변동폭

1994.1~1997.12

관리변동환율제도

±0.3%

1997.12~2005.7

사실상 고정환율제

-

2005.7~2007.5

±0.3%
관리변동환율제도

2007.5~2008.6
2008.7~2010.5

±0.5%
사실상 고정환율제

2010.6~2010.3
2012.4~2014.3
2014.3~

±0.5%

관리변동환율제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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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해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1위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2조 달러, 2011년에는 3조 달러, 2014년에는 4조 달러에 이
르러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후 중국의 경기 침체, 위안화 평가절상과 달러
평가절하,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 등으로 인해서 감소 추세로 전환
되었지만 2016-17년에도 여전히 3조 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8년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1조 2천억 달러 내외의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48) 2000년대 이후 세계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했고, 중국과 일본의 합계액은 40%를 상회하는 수
준, 중국은 25-30%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중 이중에서 65-70%가
정도가 달러 표시 자산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5-3.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 순위
2006년

(단위: 조 달러)

미국 재무부증권 보유액 순위

2015년

2006년

2015년

1위

중국

1.162

중국

4.26

일본

0.622

중국

1.41

2위

일본

0.864

일본

1.26

중국

0.556

일본

1.23

3위

러시아

0.314

사우디

0.732

영국

0.152

벨기에

0.345

4위

타이완

0.28

스위스

0.545

사우디

0.075

브라질

0.256

5위

한국

0.235

타이완

0.420

한국

0.073

영국

0.207

6위

인도

0.165

한국

0.362

브라질

0.039

스위스

0.205

출처: IMF.

48) 중일 양국의 외환보유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증권 보유량은 큰 차이가 없다.
양국 모두 1조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미국 재무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이 보
유한 미국 재무부증권의 45% 규모이다. 일본의 미국 재무부증권 보유량은 미국과 일본의
특수관계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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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 수지 적자액>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이 악화되고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가능성도 더 커졌다. 미국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5차례 SED를 진행시키는 동안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위안화 평가절상,
중국의 금융개혁·개방 이슈를 매년 의제에 포함시켰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미국은 SED를 S&ED
로 발전시켰고, S&ED 경제트랙에서 위안화 평가절상과 중국의 금융개방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강조하면서
공세적인 대외경제전략을 천명하고 그 핵심대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시하면
서 환율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은 더 심화되었다.
미국 의회 역시 ‘환율조작’과 관련된 일련의 입법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
다. 2010년 9월 미국하원은 환율조작국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
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위한통화개혁법’(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을 통과시
켰으며 그 다음해인 2011년 10월 상원에서는 ‘환율감독개혁법’(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1)이 통과되었다.
또 의회 내 무역관련 상임위원회의 지도적 인사들은 향후 무역 협상에서 환율조
작 통제를 미국의 주요 협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복영 외, 2012;
Bergsten, 2014). 이에 따라 무역협상 중에서는 최초로 TPP에도 ‘환율조작’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환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 무역협상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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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대체로 보조금이나 관세 축소를 통해 무역 규
모를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환율조정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비용의 전가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미국 재무부의 2013년 10월 환율보고서와 2014년 4월 환율보고서도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G20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 균형회복
(global rebalancing)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흑자국들이 외환시장
개입 및 과도한 외환 보유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4월의 환율
보고서는 중국 통화당국의 과도한 외환보유와 이로 인한 환율의 왜곡을 명시적으
로 비판하면서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개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4).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거시 경제적 조건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
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
던 것은 대부분의 외환을 달러화 표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전체 수출액
의 1/4을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중국의 이익
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다(Eichengreen, 2011: 269). 그 결과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
로 평절상되어 2005-13년 사이에 평가절상 폭은 24%에 달했다(Morrison and
Labonte, 2013; Goldstein and Lardy, 2009).

<그림 5-2. 위안-달러 환율 변화 추이>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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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 폭과 속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
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의 중국책임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위안화
환율조정만으로 불균형을 조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역국가들이 중국
으로 중간재츨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대(對) 중국 적자는 사실상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적자로 이해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조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는 무역적자가 아니
라 오히려 중국이 보유한 달러화 보유자산, 즉 미국 대외부채액의 가치하락, 그리
고 글로벌 불균형 조정 비용의 전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정 요구가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한 조정비용의 전가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Wang, 2014: 101-102).
또 중국은 과거의 플라자합의와 같이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자본시장 개방수준 같
은 거시경제적 조건이 당시의 일본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아시아
판 플라자합의’ 혹은 ‘제2의 플라자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부정적인 효과는 중국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금융질서 하에서 발전을 도모하던 기존의 전략을 수정해서 위안화 국제
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증가시키고, 동아시
아 지역에서 국제통화로 확립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중국은 CMIM이나 AIIB
같은 지역적 통화·금융협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서 달러를 상대화시키려 했다.
중국은 2016년 IMF 쿼터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 국가가 되었으며,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포함되는 등 중국의 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남기기
도 했다.49)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제도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도 지속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Ito, 2009; Chin, 2014; Kirshner, 2014a, 2014b; Wang, 2014; Helleiner and
Kirshner, 2014b).50)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달러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성에서 비롯된 이른바 “구
매자의 후회”(buyer’s remorse)로 인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경제에 밀착해서 성장하
49) 2016년 표준 바스켓 통화의 구성 비율은 달러화 41.73%, 유로화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화 8.09%로 위안화의 비중이 적지 않다.
50) IMF 쿼터가 변경되기 전인 2015년 중국의 쿼터는 4.00으로 미국(17.68), 일본(6.56), 독일
(6.12), 프랑스·영국(각각 4.51)에 이은 6위였으나 2015년 12월 쿼터의 변경으로 미국(17.41),
일본(6.46)에 이어 3위(6.39)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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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무역, 국제 자본 이동, 외환보유고 운용 등에서 지나치게 달러에 의존하게 되
었고, 이 때문에 ‘달러 트랩’에 빠진 중국은 역설적으로 달러 가치 유지에 이익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2007-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
존이 갖는 위험성을 자각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
증대가 갖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Kirshner, 2014b).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는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
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강대국들
은 자국의 통화를 일정한 수준에서 국제통화로 유통시키려 했으며, 국제통화금융
질서에 대한 지배력은 헤게모니 국가가 갖는 권력의 핵심이기도 했다. 또 국제적
으로 유통되는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구조
적 권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안화 국제화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Kirshner, 1995, 2014b; Cohen, 1998).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달러를 상대화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금융제도의 개혁, 자본통제의 철폐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러나 중국은 개방된 자본시장을 운용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통제력을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스스
로도 위안화의 국제화는 지역 화폐로서 위안화의 ‘잠재력’에 관한 것일 뿐 기축통
화로서 달러화를 위안화가 대체하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Jiang, 2014;
Helleiner and Kirshner, 2014; Grimes, 2009; Walter and Howie, 2012; Drezner, 2009).
이처럼 단기간에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동아시아 지
역체계와 세계체계의 향후 진로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달러위기의 전망
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3.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재균형 전략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은 2009-10
년부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2011년에
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재균형 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재균형 전략은 수출확대전략과 TPP, 환율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불균형
조정전략, 그리고 서태평양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둔 작전개념의 전환, 그리고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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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양에서의 병력 및 장비의 대폭 증강으로 나타난 군사전략의 전환의 두 축
으로 전개되었다. 수출확대전략이나 TPP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수출의 증
가를 통한 무역적자의 감소나 미국 산업의 부활이 아니라 서비스(금융) 수출이나
지적재산권처럼 자국이 강점을 갖는 부문에 대한 공세적 자유화 요구이다. 또 자
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환율에 관한 협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군사
전략에서는 병력과 장비가 증강되어 아시아-태평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서
양보다 더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국방예산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더 큰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처럼 재균형 전략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적 고려, 즉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비용의 전가, 달러위기의 방지와 통화·금융권력의 유지·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안보적·지정학적 환경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재균형 전략은 단기적인 외교정책 상의 전환이
아니라 대전략의 수준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이 아니라 미국 세계전략의 근본적 전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1)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전환
경제 위기 직후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전략을 비판하
면서,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최우선시하는 대외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
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對) 테러 전쟁을 대외전략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했고, 이 때문에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시 행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SED를 통
해서 중국과의 대화 창구를 제도화하는 등 동아시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고, 지역 다자제도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
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변환(transformation) 외교로 대표되는 강
력한 개입전략을 추구했고, 그리고 경제적 실익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자
유무역지대(MEFTA)를 추진해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9년 클린튼 국무장관이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선택한 것이나 커트 캠벨(Curt
Campbell),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등 아시아주의자들을 국무부가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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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단절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
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2009년 11월 일본에서
‘새로운 아시아 정책구상’을 발표했고, 클린튼 국무장관은 2010년 1월 하와이대학
동서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최우선순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며, 미국의 미래가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지도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 호
주, 한국 등 등 주요 동맹국 및 ASEAN의 관계 강화, EAS 참여 공식화 등의 계획
을 제시했다. 미국 외교전략의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에서 경제, 안보, 가치 등
모든 외교적 자원을 동원하는 ‘전진배치 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Clinton,
2010a, 2010b)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지역 다자제도를 강화한다는 기조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APT라는 중국 주도
의 틀을 우회해서 ARF와 EAS를 통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EAS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의 폭과 논의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미국은
ASEAN 상주 대사를 임명하고, ASEAN 정상들과 매년 정례회담을 갖는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FATA나 CEPEA, RCEP처럼 APT,
ASEAN+6에 기반한 지역 경제통합 모델을 비판하면서 TPP를 매개로 APEC을
FTAAP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Bader, 2013; Campbell et als., 2008). .
이처럼 미국이 지역 다자제도를 재균형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불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양자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삼자동맹, 다자주의 제도에 대한 개입, 소다자주의 등 스포크들 사이
의(inter-spokes/spoke-to-spoke)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전략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Denmark et als., 2013; Le Miere, 2013).
그러나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주의적 협력은 다자주의나 협력 그 자체가 목
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양자관계, 삼자
관계, 소다자주의, 다자주의 등의 다양한 전략을 유연한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균형 전략 하의 다자주의가 ‘지역’의 형성과 안정에 어느 정도나 기
여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실용적 협력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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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이것이 전통적인 양자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부상이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순치시킬 수 있는 일
관된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Clinton, 2010a; Bader, 2013;
Campbell et als., 2008).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의 4개년 국방계획검토(U.S.
Department of Defense, 2010)와 국가안보전략(the White House, 2010)는 중국의 부
상과 함께 중국의 국방력 증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중관계의 관리는 미국이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인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외교전략의 가
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2007-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은 세계경제의 복구를
위한 G2의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했다. 물론 양국 간의
잠재적 경쟁과 적대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
한 관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Clinton, 2011).
중국은 미국의 이런 제스쳐를 환영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의심했고, 금
융위기 해결과 지역안정을 명목으로 한 미국의 요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
히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정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타이완, 신장, 티벳, 남중국
해 등 이른바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했다(Yahuda, 2011: 260).
오바마 행정부는 위안화 환율문제는 물론, 미중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로 S&ED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S&ED는 ‘전략 트랙’과 ‘경제 트랙’으로 구분
되며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S&ED에서는 금융위기 해결과 국제경제 안
정, 기후변화, 개발협력, 통상 개방 등 포괄적인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며, 타이완
문제, 티벳 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토 분쟁, 글로벌 불균형, 중국의 환
율정책 및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중국의 금융개방 등 양
국의 이견이 두드러지는 민감한 현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기 직후 미중 양국은 금융위기,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 비핵화 등의 이
슈에 대해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위안화 환율 문제, 중국 인권 문제 등 민
감한 현안들은 우회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
미국은 중국 등 신흥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IMF의 거버넌스 구
조 개혁을 약속하는 등 중국의 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중국 또한 IMF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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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확충에 협조하는 등 금융위기 해결과 국제경제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
로 협조했다. 2009년과 2010년 중국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공세
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큰 틀에서 미중 양국관계의 협력 기조는 지속되어왔다
(전재성, 2012; Yahuda, 2011: 211).

<표 5-4. 1-8차 S&ED의 핵심 의제와 쟁점>
합의 사항
1차 S&ED
(워싱턴 D.C., 2009. 7.) - 전략트랙:
· 한반도 비핵화,
2차 S&ED
· 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협력
(베이징, 2010. 5.)
· 기후변화 공동대응
3차 S&ED
·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문제
(워싱턴 D.C., 2011. 5.)
· 에너지 효율성 증대
4차 S&ED
(베이징, 2012. 5.)

· 대(對) 테러 공동대응
· 고위급 교류 촉진

5차 S&ED
(워싱턴 D.C., 2013. 7.) - 경제트랙:
6차 S&ED
(베이징, 2014. 7.)

· 미국 재정적자 감축/저축확대
· 중국 내수 증진

주요 쟁점

-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 미중 무역 불균형
- 중국 자본시장 자유화
-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 중국 인권문제
- 중국 군부의 도발적 행동

· 투자 및 무역 자유화
7차 S&ED
(워싱턴 D.C., 2015. 6.)
8차 S&ED
(베이징, 2016. 5.)

·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
· 중국의 WTO 기준 준수
· 중국의 국제 투자규범 준수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 U.S. Department of Treasury.
그러나 양국 관계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칙적인 측면이
나 민감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만 협력의 수사가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양국 관계에 여전히 잠
재적인 갈등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처음부터 이견이 가장 두드러진 사안이었다.
또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전략을 반접근 / 지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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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Access / Area Denial: A2 / AD) 전략51)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공해전(Air Sea Battle: ASB)과 합동작전
접근개념(JOAC)이라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제시하자(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중국은 타이완, 신장, 티벳과 함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중국 자신의 ‘핵
심 이익’이 걸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Bader, 2013).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달라이라마 방미 등도 양국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이었다. 중
국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고, 미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하는 인권문제를 수시로 거론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은 기본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갈등의 요
소들 역시 양국 관계의 국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병력·장비를 증강하자 중국 봉
쇄를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Swaine, 2012). 나아가 중국은 미국의 동맹체계에
기초한 지역질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지역질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새로운
지역질서, 새로운 미중관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발전되었다.
신형대국관계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 오던 G2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
의 역할에 대한 나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G2로 지칭될
정도로 중국의 위상은 강화되었지만, 중국은 이보다 완화된 표현인 ‘C’(Cooperation)
로 응대했다.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재균형 전략을 선언한 이후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에 관해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제
안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중국의 ‘핵심이익’의 보전을 요구
하는 점에서 향후 능동적인 외교전략으로의 전환을 전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도 하다(Shambaugh, 2014; 전재성, 2012; 조영남, 2010).52)
51) A2 / AD는 ‘해상통제전략’(sea-control strategy)과 구별되는 ‘해상거부전략’(sea-denial strategy)
이다. 해상거부전략은 제해권을 직접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나 헤게모니 국가가
자국 주변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련전략을 A2 /
AD로 규정하고 있다(Le Miere, 2012).
52)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
는데,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토 문제와 관련된 태도나, 타이완 문제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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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을 최우선시 하는 세계전략 전환을 아시아-태
평양으로의 회귀(pivot)·재균형(rebalancing) 전략으로 공식화했다.53) 재균형 전략이
최초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은 2011년이다. 힐러리 클린튼 국무
장관은 외교정책(Foreign Policy)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세기｣(Clinton, 2011)에
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pivot to the Asia-Pacific)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세계
의 미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서 그는 아시
아에 대한 관여가 미국의 핵심적 과제이며,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사활적인 중요
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태평양의 강대국”(Pacific power)으로서 미국이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전략적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
다. “미국 최초의 태평양 대통령”(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을 자임한 버락 오
바마 대통령 역시 2011년 호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을 미
국 대외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 귀환했고,
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선언했다(Obama, 2011).
2011년 이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선언적인 형태로 표현된 세계전략의
전환은 경제, 군사·안보, 외교 등 대외전략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변
화를 수반했다.54) 재균형 전략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을 최우선

도에서 잘 나타난다. 나아가 중국은 역내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국
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매력공세’를 펼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는 다른 방식의 대
안으로 스스로를 표상하고, 국제정치경제 질서에서 행동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능력이나 중국의 발전궤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단기간 내에 미
국 중심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53) 재균형 전략이 발표된 직후 힐러리 클린튼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는 ‘회귀’(pivot)라는 용어
를 주로 사용했고, 백악관과 국방부는 ‘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전
략 전환 초기에는 회귀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귀가 다소 공
세적인 전략, 특히 군사전략을 연상시키고, 중동이나 유럽으로부터의 철수를 자극적으로 표
현하기 위한 용어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Lieberthal, 2011; Campbell, 2012;
Weitz, 2012; Moss, 2013; Haass, 2013; Dews, 2014; Kerry, 2013; Donilon, 2014). 이 때문에
점차 재균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군
사전략에서의 공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다소 완화되면서 재균형이라는 용어
가 더 선호되기 시작했다. 2014-15년 이후에는 행정부나 주요 씽크탱크들이 대부분 재균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존 케리(J. Kerry)의 성향으로 인해서 미국 대외전략의 초
점이 중동이나 유럽으로 다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출현했고, 실제로 아시아 전문가들이
국무부에서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LaFranchi, 2013; Rachman, 2013). 그러나 케리 역시 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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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고려인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러한 조정을 위한 안정적인 지정학적 환
경의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2) 무역적자 해소 전략과 범태평양파트너십(TPP)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즉 이중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회복이었다.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직면한 이중적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역전시키는 정책은 경쟁적 보호주의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고, 또 개방적 국제정치경제 하에서 달러 발권이익(seigniorage)과 금융
의 우위에 토대를 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의 특성으로 인
해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었다.
2010년 국가안보전략(the White House, 2010)은 세계화의 틀 내에서 경제적 불
균형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준거
해서 ‘수출확대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이 발표되었다.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었으
며, 세계화의 지속은 불균형 조정 전략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었다(National Export
Initiative, 2010; van Apeldoorn and de Graaff, 2012; Bergsten, ed., 2009).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수출확대를 강조한 것은 다른 대안
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하는 국내 소비
가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추동할 수 없게 되었고, 기업의 투자전망도
불확실했다. 또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가 누
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적 자극도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서 수출증진이 가
장 유력한 경제회복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Richardson and Sundaram, 2013).
형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실제로도 지속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리언
패네타(L. Panetta)의 뒤를 이어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척 헤이글(C. Hagel)과 애쉬튼 카터(A.
Carter), 그리고 토머스 도닐런(T. Donilon)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수전 라이스(S.
Rice) 등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도 재균형 전략이 미국 대외전략의 최우선 과제
임을 강조했다(Green et als., 2016; Green and Szechenyi, eds., 2015; Pollack and Bader, 2014;
Campbell and Ratn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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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확대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을 발표하
고 상무부·재무부·국무부·농무부 장관, 수출입은행장, 중소기업청장, 무역대표부
(USTR)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인 ‘수출진흥각료회
의’(Export Promotion Cabinet: EPC)도 설치해 수출 지원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했
다. 수출진흥각료회의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 재정보증, 무역대출, 해외시
장 개척 및 시장조사 지원, 보조금 지급, 수출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수출을 장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에서 2014년까지 수출을 2배로 확대한다는 목
표를 내걸고, 수출확대를 위한 우선적인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제시했다.
글로벌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전략은 미국에게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래의 <표. 5-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2000년대 이
후 동아시아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NEI가 발표된
2010년 현재 미국의 수입액 중 30% 이상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었으며,
그 중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었다.

<표 5-5. 미국 상품무역의 주요 지역 비중>
수출

수입

2000

2010

2000

2010

아시아(중국 포함)

22.0%

23.5%

28.9%

32.2%

아시아(중국 제외)

20.3%

17.6%

22.6%

16.2%

북아메리카

29.5%

26.6%

23.2%

22.2%

유럽

18.8%

17.9%

15.8%

15.4%

남아메리카

6.0%

8.9%

4.7%

5.7%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이중적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본유입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
아시아 수출달러의 환류 메커니즘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재무부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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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출달러를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시켰고, 이는 미국 경제에
값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에서 동아시아
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또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향후
성장세의 회복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준과 규범
으로 통합시켜 내는 것이 중요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는 동아시아 전략의 가시적인 변화가 군사·안보전략에 집
중되었고, 이 때문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2
기가 출범한 2013년 이후에는 군사전략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언급에서 우선순
위가 하락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되기도 했다. 재균형 전략에서 군사전략이 지나
치게 강조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동맹국들의 불안을 조성해서 지역의 불안정성
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재균형 전략이 본궤도로 진입
하면서 더 이상 자극적으로 전략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인식도 확
산되었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닐런은 재균형 전략 초기와 달리 2013년 이후 중국과
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고, 군사전략보다는
경제적 번영과 역내 다자기구를 더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Donilon, 2013). 국방장
관 척 헤이글 역시 2013년 6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재균형 전략
이 경제·외교·문화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군사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Hagel, 2013). 2014 회계년도 예산안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연관성을 설
명한 백악관의 보고서 역시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 군사전략이 아니라 경제적 관계
의 강화와 지역 제도의 형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13).
경제 영역에서 재균형 전략의 핵심은 TPP였다. APEC을 FTAAP로 전환하려는
장기적인 구상의 일부인 TPP는 WTO의 다자주의적 시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TPP는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
기 위한 공세적인 시도 속에서 미국이 활용한 소-다자주의 전략, ‘경쟁적 자유화’
의 일부이기도 했다(Fergusson et als., 2013; Schott et als., 2013; Dent, 2013; Capling
and Ravenhill, 2011).
TPP는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가 합의한 자유무역협정인 범
태평양전략경제파트너십(TPSEP)으로 소급한다. 2008년 TPSEP에 5번째 협상국으로
참여한 미국은 기존 회원국 4개국(P4)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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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P8)를 제안했다. 최초 4개국의 협상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했지만,
미국이 참여하고 이를 FTAAP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TPP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Dent, 2013; Beeson, 2013; Schott et al., 2013).
재균형 전략의 초기 국면에서는 군사전략의 전환이 주목받으면서 경제전략의 변
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고, TPP 협상 자체도 더디게 진행되었다. 또 의회가 행
정부의 무역촉진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승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
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자유무역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TPP도 급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국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협정이 포괄하는 경제규
모도 더 커지게 되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P9),
2012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참여해 참여 국가는 11개국(P11)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18차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
여했다. 이후 2년여의 협상을 거쳐 12개국(P12)은 합의를 도출했고, TPP 협상이 타
결되기에 이른다(Fergusson et als, 2016; Green and Szechenyi, 2015; Green and
Cooper, 2014; Schott et als., 2013).
이에 따라 참여국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협정이 포괄하는 경제규모도 더
커지게 되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P9), 2012년에
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참여해 참여 국가는 11개국(P11)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18차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이
후 2년여의 협상을 거쳐 12개국(P12)은 합의를 도출했고, TPP 협상이 타결되기에
이른다(Fergusson et als., 2016; Schott et als., 2013). 2015년 현재 한국과 타이완, 인
도네시아, 필리핀도 참여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TPP 참여국(P12)은 세계총생산의 40%, 세계무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되며, 이는 미국이 맺은 FTA 중 가장 큰 규모이다. APEC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FTAAP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세계총생산의 56%, 세계무역의 48%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된다(Petri et als., 2013).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말레이시아, 베
트남의 참여로 인해서 TPP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는데, 특히 일본의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Williams, 2016; Petri et als., 2013; Schott et als., 2013).
TPP 협정문은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농산물
쿼터 등을 다루는 시장접근에 관한 챕터, 자동차, 농업, 섬유 등 개별 생산물에 관
한 챕터, 그리고 국가 간 분쟁해결과 관련된 챕터 등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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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지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TPP 협정문이 무역협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이슈들을 초
과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WTO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른바
‘WTO+’ 수준의 높은 기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 차별 철폐, 투
자자-국가 분쟁 중재 등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 노동 및 환경 표준 조
항, 국영기업 관련 조항55) 등은 시장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 협상을 넘어서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규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
히 해외자본의 진입, 국내활동, 탈퇴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을 철폐하는 것이 핵심
이다. 또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있어서도 WTO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
된다(Fergusson et als., 2016; Schott et als., 2013).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확대전략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에서 또 하나 중
요한 것은 미국의 수출 주력부문으로서 서비스 부문이 갖는 의미이다. 미국경제는
‘금융세계화’가 심화되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서비스경제’로 변형되었다. 수
출확대전략이 발표된 이후 2012년 대통령경제보고서는 서비스 수출의 효과를 집
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여기서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법률자문 및
회계 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했고,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금융
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특히 강조했다. 미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감축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Schott et als., 2012; Hart-Landsberg, 2011).
금융·법률 등의 사업 서비스는 상품과 달리 특정 국가의 국내제도들과 밀접히
관련되고 엄격히 규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흥시장은 서비스 교역에 상대적으
로 높은 장벽을 부과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보호
를 국가주권의 문제로 간주하며, 이 때문에 WTO 협상에서도 서비스의 자유화와
관련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는 역으로 사업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가 미국의
서비스 기업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의 서비스 교역을 개방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미국은 가능한 모

55) 국영기업과 관련된 조항은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이
다. WTO는 물론 ‘WTO+’를 지향하는 TPP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받았던 한미FTA에도 국영
기업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영기업의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관련
조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으로는 중국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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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TPP는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Jensen, 2011; Schott et als., 2012).
가장 특징적인 것은 TPP가 환율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TPP
협정문의 ｢환율에 관한 부가협약｣은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에 관한 제재, 통
화정책과 환율정책, 외환보유 등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정책, 국제수지 불균형에 관한 정기적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화
정책과 무역정책은 상이한 기관들이 담당해왔으며, 무역정책에서는 환율문제를 직
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적 저축과잉’을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하면
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게 평가절상을 요구해왔다. 흑자국의 통화를 평가절
상하는 방식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미국이 조정의 부담을 회피하면서 다른 국가
에게 조정의 비용을 전가하는 핵심수단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처럼 인
위적인 평가 절하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이라고 공격하고, 통
화 평가절상과 거시경제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
며, TPP 협정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Pettis, 2013; Bergsten, 2014).
TPP는 경제적 의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정책, 그리고 더 넓은 측면에서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도 가진다. 우
선 TPP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새로운 경제 및 무역규범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
요성을 갖는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GATT나 WTO 같은 다자주의적
틀을 활용해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 WTO 차원에서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
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TPP를 통해서 WTO의 틀을 우회하는 동시에, WTO
같은 다자주의적 틀이나 다른 무역협상을 활성화하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
다(Green et als., 2016; Fergusson, 2016; Milner and Goodman, 2015; Williams, 2016).
TPP를 통해 새로운 무역규범의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를 둘러싼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2000
년대 역내 무역질서의 형성을 주도해 온 것은 중국이었다. 1999년 미국과 항구적
인 정상적 무역관계(PNTR)를 확립하고,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역적 경
제통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ASEAN, 호주, 뉴질랜
드, 홍콩, 마카오, 칠레 등과 FTA를 체결했고, 이후 타이완, 싱가포르, 파키스탄, 한
국, 홍콩 등과도 FTA를 성사시켰다. 한중일 FT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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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로 ASEAN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구했으며, 미국을 배제한 APT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통합을 선호해 왔다(Williams, 2016; Quiliconi and
Wise, 2009). 또한 중국은 환경과 노동 같은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조항을 배제하
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자유화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는 선택적 자유화에 기초한
자유무역협정을 제시했다(Quiliconi and Wise, 2009; Stallings and Katada, 2009). 이처
럼 중국이 체결한 FTA는 상품무역 중심이며 예외가 많은 중-저수준의 FTA인데,
이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반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을 배제한 ‘ASEAN+3’, ‘ASEAN+6’, ‘한중
일FTA’ 등의 틀이 형성되는 것을 반대하고, 지역질서의 형성에 적극 개입해서 ‘지
역’의 범위를 자신이 배제된 (동)아시아에서 자신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
대하는 전략을 취했다. 2000년대 동아시아 수출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이같은 전략
을 사활적인 것인 것으로 만들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TPP를 강력히 추진하자 중국은 ‘ASEAN+3’을 고집하던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ASEAN+6’에 기반한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
(RCEP) 구상을 지지하고,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다. RCEP은 TPP보다는 낮은 기준
을 지향하며, 지적재산권, 투자, 노동/환경표준, 정부조달, 분쟁해결제도, 환율, 국영
기업 문제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Williams, 2016).
이처럼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논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공
식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TPP
의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미국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서 지도력과 의제 설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Fergusson,
2016).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RCEP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TPP 타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the White House, 2015).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지역질서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 실패의 지
정학적 비용은 매우 클 수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경제 규범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미중 주도권 경쟁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역내 국가들이
TPP를 미국이 지역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TPP의 실패는
미국 리더십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Drezner, 2015; Takash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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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an, 2014; Blair, 2014).56)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TPP로 대표되는 경제
적 재균형 전략은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중
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
역질서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미국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나아가 군사·안
보 및 외교적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Manyin et als., 2011; Williams,
2016, Fergusson, 2016).
TPP는 서비스부문 및 금융·투자의 개방, 환율문제 등 갈등적인 쟁점을 다수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으
며, 애초의 목적인 FTAAP 구상의 현실화 여부도 불분명하다. 미국은 TPP의 틀에
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양자적 틀을 활용해서 전략적 목적을 달성
하려 하거나, 수퍼 301조와 같은 공세적인 일방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다.
TPP 구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재균형 전략이 강력한 군사전략의 성격만을
띠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재균형
전략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불안정이 심해지는
등 향후 세계체계와 지역체계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다수이다(Milner and Goodman, 2015; Solis and
Vaïsse, 2013; Green et als., 2016; Williams, 2016).

(3) 작전개념의 전환과 병력·장비의 증강
① 작전개념의 전환
재균형 전략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이후 군사전략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먼저 나
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삭감57)과 해외주둔 미군 병력 감축에

56) 국방장관 애쉬튼 카터가 TPP의 통과가 항공모함의 추가 배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Carter, 2015a).
57) 2011년의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따라 미국 국방예산은 단계적으로 차
감될 예정이며,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sequester) 조치가 발동될 경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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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장비와 병력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예
산제약으로 인해 기존의 작전개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미국이 잠재적 위협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상과 핵심 작전지역의 특성 역시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작전개념으로
부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발표된 국방부 보고서인 미
국 리더십의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는 동맹국과의 공동 훈련, 병력의 순환
배치 등을 통해 해군의 접근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속성·기동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을 통해 전력 유지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미국 리더십의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U.S. Department of Defense,
2012)는 미군의 새로운 작전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작전의 우선순위가
육군 중심의 대(對) 테러 전쟁에 적합한 공지전(AirLand Battle)에서 해군-공군 중심
의 ‘공해전’(Air-Sea Battle: ASB)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더 발전시킨 새로운 종합적
작전개념으로서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이 제시
되었다. 또한 냉전시기부터 유지되어 온 이른바 ‘양대 전쟁전략’이 폐기되고 다양
한 군사작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작전개념이 전환되었다.58)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도련전략(島鏈戰
略)59)을 ‘반(反)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로 규정하고, 이에 대
한 대응으로 태평양의 해군력을 증강했다(Le Miere, 2012; Yoshihara and Holmes,
삭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58) 미국의 양대전쟁 전략은 2차 세계대전으로 소급하며, 냉전 시기에도 유지되었다. 베트남전
시기에는 2개의 전면전과 하나의 국지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2+0.5’ 개념이 등장하
기도 했으며,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유럽에서의 전면전과 나머지 지역에서의 국지전이라
는 ‘1+0.5’로 변화되었다. 탈냉전 직후 기존의 전략은 윈-홀드-윈(win-hold-win)전략, 즉 한
곳에서 우선적인 승리와 다른 곳에서의 현상유지 이후 승리라는 전략으로 변경되었다. 그러
나 걸프전과 북핵위기를 거치면서 중동과 동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양대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다시 채택되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윈-윈 전략은 2010년
4개년 국방계획검토(U.S. Department of Defense, 2010)까지 유지되었다. 재균형 전략이 제
시되면서 양대 전쟁전략은 ‘1+’ 전략 혹은 윈-스포일(win-spoil) 전략, 즉 하나의 주요 전쟁
과 다른 하나의 억지 개념으로 전환되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2014).
59) 1982년 등장한 도련전략은 2010년까지 제1도련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2020년에는 제2도련
까지 확대하며, 204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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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미 해군의 전략인 ‘바다 위에서’(On the Sea) 전략이
탈냉전 이후 ‘바다로부터’(From the Sea) 전략으로 대체된 이후, 아시아-태평양으로
의 재균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제시된 것이다.

<그림 5-3. 중국의 도련전략>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재균형 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은 2014년 4개년 국방계획검토(U.S.
Department of Defense, 2014)와 2015년의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U.S.
Department of Defense, 2015)에서 더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새로
운 전략 역시 미국 리더십의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U.S. Department of
Defense, 2012)와 마찬가지로 작고 가볍지만 더 강한 군 조직, 더 유연한 전력 운용
과 더 민첩하고 신속한 배치 및 작전수행을 지향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되었다.
2014년의 4개년 국방계획검토는 2019년까지 지상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하는 대신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최신 장비를 통해서 병력 감축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국방의 최우선순위로 강조하면서 호주에
순환 배치되는 2,500명의 병력을 기반으로 해병공지기동부대(Marine Air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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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Force: MAGTF)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또 미국과 호주는 서태평
양 지역에서 호주의 전함을 미국의 항모 타격단에 배치하고, 호주의 인도양 소재
해군기지에 대한 미 해군의 접근권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필리핀과도 군
사동맹을 강화했는데, 2014년 방위협력확대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을 체결해 수빅(Subic) 만의 군사기지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등
남중국해서 전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발간된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은 중국이 제기하는 A2 / AD라는
위협 요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전력투사능력, 공중전력, 유연대응능력, 정보
전력이라는 네 측면에서 미군 전력 강화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전
력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평양 사령부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로널드
레이건호로 교체하고, 상륙강습함 아메리카호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이지스함 2척
을 추가로 일본에 배치하고, 신형 스텔스 구축함 3척을 모두 태평양에 배치한다는
계획도 제시되었다. 공중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폭격기 전력을 강화하고, F-35
의 최초 해외 배치기지를 일본으로 결정했다.
유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을 순환배치 한다는 기존
계획에 더해서 ASEAN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이동용 상륙플랫폼
을 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능력강화를 위해서 미
해군은 항모조기경보통제기, 해양 초계기, 무인기 등의 장비를 태평양 지역에 대거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재균형 전략으로 인한 군사·안보전략 전환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2011년 통과
된 예산통제법과 시퀘스터로 인한 국방예산 감축으로 집중되고 있다. 예산통제법
에 의하면 2012년 회계년도부터 10년간 전체 정부예산 절감액의 절반 가량인
4,8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삭감되며,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추가로 4,700억 달
러의 국방예산이 삭감되게 된다. 또 행정부는 국방예산의 편성 및 배분권도 행사
하지 못하게 된다. 2013년에 시퀘스터가 발동되어 국방예산 상한선이 적용되었지
만, 의회와 행정부의 합의로 2014-15년 2년간 국방예산의 감소가 유예되었다. 그러
나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2016년 다시 시퀘스터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재균형 전략의 취지에 부합하는 군사전략의 전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는 우려가 제기되었다(O’Hanl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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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예산통제법에 따른 국방예산의 변화> (단위: 10억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FY2012 예산안 553

571

586

598

611

622

FY2013 예산안

525

533

546

556

567

580

527

541

551

560

569

577

496

535

544

551

559

567

5,348

534

547

556

564

570

581 5,364

523

556

564

570

585

FY2014 예산안
FY2015 예산안
FY2016 예산안
FY2017 예산안
확정예산

530

495

496

496

6,141
5,654
5,539

520

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2016.
미국 국방부는 국방예산 삭감에서 군의 핵심적 기능은 예외가 될 것이며, 재균
형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anetta, 2012; Carter, 2013;
U.S. Department of Defense, 2014). 또 오바마 대통령은 2015 회계년도 정부예산을
시퀘스터 규정보다 7% 높게 설정하고, 국방예산도 7% 증액안을 제출하는 등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전체에 대한 제약을 무력화하려 했다.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2016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서의 작전과 관련된 예
산은 감축해도 무방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증액하거나, 더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2015 초당적 예산법안(Bipartisan Budget Act of 2015)에 따라 정
부 전체 예산의 상한선이 상향되었다. 그 결과 국방예산의 경우 2016년에는 4,960
억 달러에서 5,200억 달러로, 2017년에는 5,230억 달러로 증액되어 예산제약이 완
화되었다(Green and Szechenyi, 2015; Green and Cooper, 2014; Green et als., 2016).60)

60)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러한 전략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2018년 회계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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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산제약으로 인해서 재균형 전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
략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제약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또 예산통제법과 시
퀘스터가 요구하고 있는 국방예산 감축규모가 재균형 전략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
로 치명적인 수준이라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작전개념의 변화, 아시아-태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조정, 동맹국 전력의 활용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
감하면서도 재균형 전략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제약을
이유로 재균형 전략 자체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재균형 전략의 수정 혹은 철회
를 요구하는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재균형 전략 자체가 예산제약의 원
인이자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재정적자(혹
은 이중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전략을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는 점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② 병력·장비의 증강
패네타 국방장관은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비와 병력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
려 증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신규 투자의 대폭적인 증강을 재균형 전략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태평양
과 대서양의 해·공군 전력 비중을 5:5에서 6:4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 투사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61) 2016년 실전배치 예정인 제럴드포드호가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를 위해서 이지스 탄
도미사일방어체제(ABMD)를 증가시키고, 중동과 남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던 B-1,
B-2 전폭기와 무인 정찰·폭격기 글로벌 호크, 대잠 초계기 P-3 등 공군력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Panetta, 2012). 또 미 공군의
F-22 전투기와 MQ-9레이더, U-2, 글로벌 호크와 같은 첨단 장비들 역시 아시아-태
에서 국방비는 레이건 행정부 이래 최대폭으로 증액되었고, 시퀘스터는 폐지되었다.
61) 탈냉전 직후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은 30만명 정도였는데, 이는 15만명(하와이, 괌 포함) 정
도의 미군이 주둔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였다. 그러나 이후 유럽
에서는 대폭적 병력 감축이 이루어져 병력 규모가 역전되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는 13만명, 유럽에는 7만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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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Carter, 2013).
이처럼 미국은 유럽과 중동 중심의 기존 군사전략을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전통적인 동
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고, 나아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등과도
연안 전투함 배치, 군사장비 및 군 현대화 지원, 공동훈련 등을 추진했다. 2,500명
규모의 해병대 병력이 호주의 군사기지를 이용하게 되었고, 싱가포르에는 연안전
투함이 배치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 해양안보를 비롯한 방위협력 조약에 서명하
고, 공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미국-인도네시아 포괄적 파트너십
(US-Indonesian Comprehensive Partnership)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했다. 또
미국은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확장해양포럼(Expanded
ASEAN Maritime Forum), 미국-ASEAN 국방포럼 등을 통해서 ASEAN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했다(Green et als., 2016; Manyin et als, 2011).
이러한 전략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의 증
가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국방예산을 증가시키고, 군사적 현대화
를 추진해 왔다.

<표 5-7. 중국 국방비 증가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 공식추계
미국추정치(최소)

33.6 38.5

46

60

69.2 78.6 91.5

106 119.5 132

144

70

85

97

105

150

160

120

135

145

165

180

미국추정치(최대) 105

125

139

150

n/a

n/a

180

215

n/a

n/a

n/a

87.7 96.6

117

121

129

154

171

188

204

115

114

120

147

160

175

190

SIPRI

64.7

76

IHS Jane

55

60

78

95

출처: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PRI, IHS Jane’s Aerospace, Defen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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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국 해군의 작전지역 확대>

2006년 이전
중국 해군
활동 영역

아덴만(2008. 12.): 해적 격퇴를 위한 전함 운용
리비아(2011. 2.): 중국인 대피를 위한 지중해 작전 수행
대련(2012. 5.): 중국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취역
댜오위다오/센카쿠(2013. 1.): 중국 해양감시선이 일본이 설정한
센카쿠 영해에 진입, 자위대 호위함에 대해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⑤ 필리핀해(2013. 10.): 중국 해·공군 역대 최대규모 훈련 실시:
⑥ 말라카해협(2013. 12.): 인도양 작전을 위한 핵잠수함 배치
⑦ 순다해협(2014. 2.): 인도네시아 남쪽 해상에서 중국 해군 훈련 계획 검토
⑧ 하와이(2014. 6.): 중국 해군 최초로 림팩 훈련 참가
⑨ 난사군도(2014. 9.): 인공섬 건축
⑩ 하이난(2015):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운용(미 국방부 추정)
①
②
③
④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한편,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은 2015년 샹그릴라회의에서 동남아해양안보구상
(Southeast Asia Maritime Security Initiative)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Carter,
2015b). 동남아 국가들과 해양 작전상황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 훈련 및 해군
력 현대화 지원 등 군사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
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남부지역에 대한 강조이다. 기존 미일 및 한미
동맹의 존재로 인해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던 동북아 지역에 비해서 전력 상의
공백이 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핵심
적인 수단은 유연한 전력 운용이다. 규모가 작고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는 부대들
을 전진배치함으로써, 대규모 주둔기지를 필요로 했던 기존의 전력 운용 방식과
달리 아시아-태평양 남부의 여러 지역에 순환배치 방식으로 군사력을 운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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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했고
인도와의 공동 훈련인 말라바르(Malabar)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5
년부터는 일본도 참가하고 있다(Green et als., 2016).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대규모 기지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
가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괌의 역할이다. 괌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군의 전방주
둔, 중국의 도련전략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 요충지이다. 미국은 괌을
오키나와의 대체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략 허브’로 발전시켜, 일본 주둔 미 해병
대의 대부분을 이곳에 수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괌에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배치하고, 합동고속선박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괌은 공군의 글로벌호크
전대 및 해군 무인정찰기의 기지로 운용될 예정이다.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
적 무기체계인 싸드(THAAD)도 괌과 한국에 배치되었다(Green et als., 2016).

<그림 5-5.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병력 및 장비 재배치>

2011년 재균형 전략이 선언된 이후 군사전략에서의 전략적 전환은 국방예산 감
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유
지하는 가운데 일본-호주-인도,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또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 역시 대체로 이러
한 미국의 전략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몇몇 극단적
인 입장들을 논외로 한다면, 미세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Green et als, 2016; Green and
Szechenyi, 2014; Pollack and Bader, 2014).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조정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이는 미국 세계전략의 실질
적인 변화를 수반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위상도 더욱 중요해져 미국 세
계전략의 최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무장한 세계화 전
략을 종료하고 전세계적으로 과잉전개되어 있는 군사력을 감축시켰지만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력을 강화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미
국이 “아시아-태평양(동아시아)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표현대로 “세계의 미래가 아시아-태평양(동아시아)에서 결정
될 것”임을 보여준다(Hillary, 2011; Obama, 2009).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본 연구는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첫째,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또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둘째,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 전환의 배경과 성
격,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지속과 미국 헤게모니의 재구축을 위한 시도인가? 아니면 헤게모니 쇠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인가?
셋째,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은 세계체계와 지역체계의 안정으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성을 강화
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체계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그리고 그에 조응하
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시공간적
으로 근접한 대상을 설정하고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우회하는 전략을 채
택한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에서의 미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
이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나아가 세계체계 및 동아시아 지역체계 변화의 전망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며, 따라서 “근접인”(the proximate cause)에 대한 연구보다는 “궁
극인”(the ultimate cause)을 지향하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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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인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은 헤게모니
의 경제적 토대로서 자본축적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제도적·사
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 개념
을 토대로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를 1945-71년의 실물적 축적기, 1970년대의 과도
기, 1979-2007년의 금융적 축적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실물적 축적의 위기에 대한 헤게모니 국가의 대응과 와 금융적 축적의 시
작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통해서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헤게모
니의 변화가 세계체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학이며, 여기에서 헤게모니 국가의 세
계전략이라는 문제가 개입된다.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
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근
본적으로 규정하고 제약하는 요소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에 조응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의 결과는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
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효과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
럼,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일방주의적이고 약탈적인 전략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했고, 헤게모니의 부활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속성은 변화했고, 세계체계 또한 변형되었다. 미국은 통화·금융권력에
기반해서 헤게모니를 쇄신했고, 전세계의 잉여자본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헤게
모니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했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쇄신을 가능하게 했던
금융세계화의 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통
화·금융권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전망
이 불투명하고, 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이중적자의
누적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확대 또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선
택은 글로벌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조정해 통화·금융권력을 유지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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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은 동아시아 전략일 수밖에 없다. 여기
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격이다. 동아시아 지
역체계의 속성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물론, 미국의 전략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기완결성을 결여한 ‘분절적 지역주의’라는 근본적인 한계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경제위
기나 미국의 경제적 압력 같은 외부의 충격이나 미중 갈등 같은 주요국 사이의 갈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
물론 변화의 전망을 선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드러난 것처럼 헤게모니의 위기는 자동적으로 헤게
모니의 쇠퇴와 이행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헤게모니 국가의 전략적 대응과 그에
대한 핵심 국가 및 지역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분석이 중요성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이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핵심지역은 동아시아이다.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경제적 부담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전가하거나, 달러 발
권이익과 금융에서의 우위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의 자본을 흡수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 미국의 소비시장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동아시아 수출달러 환류
가 갑작스럽게 중단될 확률도 높지 않다. 따라서 달러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매우 민감한 조정 비용의 배분이라는 문제를 제기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아
시아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의 약탈적이고 일방주
의적 속성이 강화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달러
자산 보유액은 과거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이
때문에 미중 관계에서 갈등요인이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은 여전이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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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나 투자·금융개방 등에서 지역국가들과
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시일 내에 헤게모니의 쇠퇴는 나타나지 않
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순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했고, 과도한 외환보유 같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미국 헤게모니 유
지에 복무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성장의 모델이나 국
제체계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헤게모니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만성적인 위기가 동아시아와 중국에게 더 큰 위기
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동아시아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의
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달러 가치의 유지(보유 자산 가치 유지)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위기는 동아시아의 기회가 아니라 동
아시아의 더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조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전임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갖는 무능력함을 비판하면서 세계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아시
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한 비판과 수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원칙과 “세계주의를 대체하는 미국주의”를 주장하면
서 오바마 행정부의 과도한 대외개입을 비판했고,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고립주의적 지향을 드러내 논란을 낳았고, 트럼프 행
정부의 대외전략의 부재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대외전략이 제도적 수단이나 외교적 수
단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
의 국방예산 감축 계획을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가 필요함
을 역설했다. 이처럼 고립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독트린’은 더 강력한
대외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 독트린이 ‘힘에 기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주장한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전략과 유사하게 전개
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했다(Navarro, 2016; Mills and Navarr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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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퀘스터가 폐지되었고, 2018 회계년도 예산에서 국방비가 대폭 증액되었
는데, 그 규모는 레이건 행정부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
아-태평양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험을 강조하면서 서태평양에서 해군력의 증강을
포함해서 태평양사령부의 전략 강화를 제안했다. 전투함과 공군전투기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추가 배치가 결정되는 등 재균형 전략의 요소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동남아 국가들,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기조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역 다자제도를 강조하는 기조는 약화되었고, 양자동맹에서도 상호주의적
요구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비용과 의무를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안
보전략에서는 재균형 전략의 기조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다자
제도가 약화되고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지역체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에서도 다자주의적 틀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
자관계를 강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에서의 엄격한
상호주의와 국내 경제 보호를 내세우면서 무역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
고, 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TPP 탈퇴는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을 강조해 오던 대외전략의 기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평가가 확산되는 결정적
인 계기였다. 그러나 보호주의의 레토릭으로 포장된 TPP 탈퇴, NAFTA와 한미FTA
재협상 선언을 미국 세계전략의 근본적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자주
의적 수단에서 양자간 무역 및 투자협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980년대의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무역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국
본위의 정책이 반드시 보호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보호주의의 전면화가 아니라 이중적자 해결을 위한 공세적 일방주의, 그리고 미국
에게 유리한 선별적인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 선거에서의 보호주
의적 레토릭과 달리 미국의 엘리트들 사이에는 자유무역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일정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
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조 하에서 중국의 ‘중상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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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불균형의 비용을 조정하려는 압박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과
정에서 미국과 지역국가들, 특히 미중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특히 다수
의 지역국가들이 최종소비자로서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질서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적 불안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의
그것과 일정하게 단절했지만, 미국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근본적인 추세가
역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군사력에 대한 강조, TPP 탈퇴와 엄격한 상
호주의에 입각한 양자주의 등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유지되는 가운
데 나타난 변화들은 지역체계의 긴장과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
통령이 말하는 “인도-태평양의 꿈”(Indo-Pacific Dream)(Trump, 2017)은 동아시아 국
가들과 인민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1. 발언 및 연설

Bernanke, Ben S., (2011a). “Global Imbalances: Links to Financial and Economic
Stability”, Speech delivered to the Banque de France Financial Stability Review
Launch Event, Paris, 18 February, 2011.
――――――, (2011b), “Lessons from Emerging Market Economies on the Sources
of Sustained Growth”, Speech delivered at the Cleveland Clinic “Ideas for
Tomorrow” Series, Cleveland, Ohio, 28 September, 2011.
――――――, (2010), “Rebalancing the Global Recovery”, Speech delivered at the
Sixth European Central Banking Conference, Frankfurt, Germany, 19 November,
2010.
――――――, (2005), “The Global Saving Glut and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Speech delivered at the Sandridge Lecture, Virginia Association of
Economists, Richmond, Va., 10 March, 2005.
Carter, Ashton, (2015a), “Remarks on the Next Phase of the U.S. Rebalance to the
Asia-Pacific”, Speech at the McCain Institute,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6 April, 2015.
――――――, (2015b), “Keynote Address at Shangrila Dialogue”, Speech delivered to
the Shangri-La Security Summit, Singapore, 30 May, 2015.
――――――,

(2012),

“The

U.S.

Strategic

Rebalance

to

Asia:

A Defense

Perspective”, Speech delivered to the Asia Society, New York, 1 August, 2012.
Clinton, Hillary R., (2010a),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Honolulu, Hawaii, 12 January, 2010.
――――――, (2010b),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Speech of the
US Secretary of State, 28 October, 2010.
Donilon, Thomas, (2013),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Speech

29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delivered at the Asia Society, New York, 11 March, 2013.
――――――, (2012), “President Obama’s Asia Policy & Upcoming Trip to Asia”,
Speech delivered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DC., 15 November, 2012.
Hagel, Chuck, (2014), “Speech by the Secretary of Defense at IISS Shangri-La
Dialogue”, Speech delivered at the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31 May,
2014.
――――――, (2013), “Remarks by Secretary Hagel at the IISS Asia Security
Summit”,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Hotel, Singapore, 1 June, 2013.
Locklear, Samuel J., “A Combatant Commander’s View on the Asia-Pacific Rebalance:
The Patch-Work Quilt”, Speech at the Asia Society, 6 December, 2012.
Obama, Barack, (2011),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Speech

delivered

November,

to

2011.

the

Australian Parliament,

Canberra,

(http://www.whitehouse.gov/photos-

Australia,
and-

17

video

/video/2011/11/17/president- obama- speaks- australian- parliament#transcript)
Paneta, Leon, (2012), “The US Rebalance Toweards the Asia-Pacitic”, Speech delivered
to the 11th IISS Asian Security Summit, the Shangri-La Dialogue, 2 June,
2012.
Rice, Condoleezza, (2006), Remarks at Georgetown School of Foreign Service, January
2006. (http://www.unc.edu/depts/diplomat/item/2006/0103/rice/rice_georgetown.html)
Rice, Susan, (2013), “America’s Future in Asia”, Speech delivered at Georgetow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20 November, 2013.
Summers, Lawrence H., (2004),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Adjustment
Process”, Speech at the Third Annual Stravos S. Niarchos Lectur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rump, Donald, (2017),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Speech
delievered to the Apecc CEO Summit, Da Nang, Vietnam, 10 Nov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11/10/remarks-president-trump-ape
c-ceo-summit-da-nang-vietnam)

참고문헌 293

1.2. 보고서

U.S. Department of Defense, (2016), Defense Budget Overview: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2017 Budget Request, Department of
Defense.
(http://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17/FY2017_Budg
et_Request_Overview_Book.pdf)
――――――, (각 년도[2005-2016년]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partment of
Defense.
――――――, (2015),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Department of Defense.
(https://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NDAA%20A-P_Maritime_Securi
tY_Strategy-08142015-1300-FINALFORMAT.PDF)
――――――, (2015), “Asia-Pacific Remarks”, Secretary of Defense Ashton Carter,
McCain Institute, Arizona State University, 6 April, 2015.
――――――,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March

2014.

(http://archive.defense.gov/pubs/2014_Quadrennial_Defense_Review.pdf)
――――――, (2013),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Department of Defense.
(http://archive.defense.gov/pubs/ASB-ConceptImplementation-Summary-May-2013.pd
f)
――――――,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Department of Defense.
(https://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JOAC_Jan%202012_Signed.pdf)
――――――,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10.
(https://www.defense.gov/Portals/1/features/defenseReviews/QDR/QDR_as_of_29JAN10
_1600.pdf)
――――――,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dod/qdr-2006-report.pdf)
――――――,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http://archive.defense.gov/pubs/qdr2001.pdf)

29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1998),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U.S.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http://ryukyu-okinawa.net/downloads/usdod-easr98.pdf)
――――――, (1995),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U.S.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3),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30 October, 2013.
the White House, (2015a), Fact Sheet: Advancing the Rebalance to Asia and the
Pacific, 16 November, 201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11/16/fact-sheet-advancin
g-rebalance-asia-and-pacific)
――――――, (2015b),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TPP”, 5 October, 2015.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10/05/statement-president-trans-pa
cific-partnership)
――――――, (각 년도, [1994-2015년]),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 (2013), Fact Sheet: The East Asia- Pacific Rebalance: Expanding U.S.
Engagement, 16 December, 2013.
(https://2009-2017.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8988.pdf.)

2. 국내문헌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 (2001),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사회평론.
권용립, (2010), 미국 외교의 역사, 삼인.
―――, (2003), 미국의 정치문명, 삼인.
―――, (1997), 미국 대외정책사, 민음사.
김기정, (2005),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동｣, 백영서
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작과 비평사.

참고문헌 295

―――, (2003),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
연구, 문학과 지성사.
김명섭, (2005),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탄생｣, 백영서 편, 동아시아의 지역질
서, 창작과 비평사.
김상준, (2013), ｢지역과 헤게모니｣, 국제정치논총, 제53권 1호, pp. 119-150.
미즈호총합연구소, (2008[2007]), 김영근·현석원 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1
세기형 경제 쇼크의 심층. 전략과문화.
백승욱, (2008),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백창재, (2015), 미국 무역정책 연구, 사회평론.
―――, (2012), ｢미중관계와 한국｣, 장달중·함택영 편, 21세기 한국외교와 국
가이익, 사회평론.
―――, (2008), 미국패권연구, 인간사랑.
―――, (2001), 「미국의 패권과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 국제정치경제연구
회 편,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사회평론.
안병진, (2003), ｢9·11 테러와 미국 국내의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예방’ 개념
을 중심으로｣,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2, 문화과학사.
윤소영, (2001),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공감.
―――, (2005),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공감.
―――, (2008),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 공감.
―――, (2009), 2007-09년 금융위기, 공감.
이삼성, (2006),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4호, pp. 41-83.
이혜정, (2015), ｢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한국정치연
구, 제24권 3호, pp. 171-197.
장달중·함택영 편, (2012), 21세기 한국외교와 국가이익, 사회평론.
전재성, (2012),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1호, PP. 123-153.
조영남, (2010),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중소연구, 제34
권 2호, pp. 41-70.

29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3. 외국문헌

Abu-Lughod, Janet, (1990), “Restructuring the Premodern World-System”, Review, XIII,
2, pp. 273-286.
――――――,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Oxford University Press.
Abdelal, Rawi, (2007), Capital Rules: The Construction of Global Fin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Abramowitz, Morton, and Stephen Bosworth, (2003), “Adjusting to the New Asia”,
Foreign Affairs, Vol. 82, No. 4, pp. 119-131.
Acharya, Amitav, (2003a),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3, pp. 149-164.
――――――, (2003b), “Regional Institutions and Asian Security Order: Norms,
Power, and Prospects for Peaceful Change”, in Muthiah Alagappa, ed., (2003),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10-240.
Aggarwal, Vinod K., (2010), “Look West: The Evolution of US Trade Policy Toward
Asia”, Globalizations, Vol. 7, No. 4. pp. 455–473.
Alagappa, Muthiah, ed., (2003),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University Press.
Albritton, Robert, ed., (2001),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Booms, Crises, and
Globalization, Palgrave.
Altman, Roger C., (2008), “The Great Crash, 2008: A Geopolitical Setback for the
West”, Foreign Affairs, Vol. 88, No. 1, pp. 2-14.
Ambrose, Stephen E., (1996), Rise to Globalism: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1938,
7th ed., Penguin Press.
Amin, Samir, (1999b), “Regionalization in Response to Polarizing Globalization”, in B.
Hettne,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St. Martin’s Press, pp. 54-84.
Andrews, David M., (2008), “Future Prospects of the Bretton Woods Order”, in David

참고문헌 297

M. Andrews, ed., Orderly Change, pp. 211–235. Cornell University Press.
――――――, (2006), “Monetary Power and Monetary Statecraft”, in David M.
Andrews., ed., International Monetary Powe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7-30.
――――――, ed., (2006), International Monetary Power, Cornell University Press.
Acharya, Viral V. and Matthew P. Richardson, eds., (2009), Restoring Financial
Stability: How to Repair a Failed System, Wiley.
van Apeldoorn, Bastaan and Naná de Graaff, (2012), “Beyond Neoliberal Imperialism?
The Crisis of American Empire”, in Henk Overbeek and Bastiann van
Apeldoorn, ed., Neoliberalism in Crisis, Palgrave Macmillan, pp. 207-228.
Armitage, Richard and Joseph S. Nye, (2007),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Report.
―――――― and ――――――, (2000),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11,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Arnowitz, Stanley and Petr Bratisis, (2002), “State Power, Global Power”, in Paradigm
Lost: State Theory Reconsider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nd ――――――, eds., (2002), Paradigm Lost: State Theory
Reconsider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rrighi, Giovanni, (2009a), “Postscript to the Second Edition of The Long Twentieth
Century”, http://madrid2009arrighi.blogspot.com/
――――――, (2009b), “The Winding Paths of Capital: Interview by David Harvey”,
New Left Review, 56, pp. 61-94.
――――――,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21st Century, Verso.
――――――, (2005a), “Hegemony Unravelling”, New Left Review, 32, pp. 23-80.
――――――, (2005b), “Hegemony Unravelling 2”, New Left Review, 33, pp. 83-116.
――――――, (2003),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20, pp. 5-71.
――――――, (1999), “The Global Market”, Journal of World System Research, Vol.
5, No. 2, pp. 217-251.
――――――,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29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of Our Time, Verso.
――――――, (1991), “World Income Inequalities and the Future of Socialism”, New
Left Review I, 189, pp. 39-65.
―――――― and Beverly J. Silver, (2001), “Capitalism and World (Dis)Ord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No. 5, pp. 257-279.
―――――― and ――――――, (1999), “Conclusion”, in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et als.,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Vol. 1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271-289.
―――――― and ――――――, (1999), “Introduction”, in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et als.,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Vol. 1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36.
―――――― and Beverly J. Silver, et als., (1999),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Vol. 1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nd Jason W. Moore, (2001), “Capitalist Development in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Robert

Albritton,

ed.,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Booms, Crises, and Globalization, Palgrave, pp. 56-75.
―――――― and Jessica Drangel, (1986), “The Stratification of the World-Economy:
An Exploration of the Semiperipheral Zone”, Review, Vol. 10, No. 1, pp. 9-74.
―――――― and Lu Zhang, (2009), “Beyond the Washington Consensus: A New
Bandung?”, http://madrid2009arrighi.blogspot.com/
――――――, et als, (1993), “The Rise of East Asia: One Miracle or Many?”, in
Ravi A. Palat, ed., Pacific-Asia and the Future of the World-System, Greenwood
Press, pp. 41-66.
――――――, Iftikhar Ahmand, and Miin-wen Shih, (1999), “Western Hegemonies in
World-Historical Perspective”, in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et als.,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Vol. 1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217-270.
――――――, Kenneth Barr, and Shujin Hisaeda, (1999), “The Transformation of
Business Enterprise”, in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et als.,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Vol. 10, University of Minnesota

참고문헌 299

Press, pp. 97-150.
――――――, Po-keung Hui, Ho-fung Hung and Mark Selden, (2003), “Historical
Capitalism, East and West”, in Giovanni Arrigh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Routledge, pp. 259-333.
――――――, ――――――, Kirshnendu Ray, and Thomas Ehrlich Reifer, (1999),
“Geopolitics and High Finance”, in Giovanni Arrighii and Beverly J. Silver, et
als.,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Vol. 1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37-96.
――――――,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2003), “Introduction: the Rise
of East Asia in Regional and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Giovanni
Arrigh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Routledge, pp. 1-16.
――――――, ―――――― and ――――――, eds., (2003),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Routledge.
Auslin, Michael, (2013), “Assessing the U.S. ‘Rebalance’ to Asia: Trends and Prospects
for American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2013), “Obama Pivots to Syria from Asia”, Wall Street Journal, 2
September.
Bacevich, A. J., (2008), The Limits of Power: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Metropolitan Books.
――――――, (2002), American Empire: the Realities and Consequences of U.S.
Diplomacy, Harvard University Press.
Backhouse, Roger E. and Bradley W. Bateman, (2011), Capitalist Revolutionary: John
Maynard Keynes, Harvard University Press.
Bader, Jeffrey A., (2013),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and David Dollar, (2015), “Why the TPP is the Linchpin of the Asia
Rebalance”, July 28, 2015.

30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5/07/28/why-the-tpp-is-the-linc
hpin-of-the-asia-rebalance/)
Bandow, Doug, (2012), “Strategic Restraint in the Near Seas”, Orbis, Vol. 56, No. 3,
pp. 486-502.
Barnett, T. P. M., (2009), “Great Powers: America and the World After Bush”,
Survival, Vol. 51. No. 6, pp. 223-224.
Beckley, Michael, (2011), “China’s Century?: Why America’s Edge Will End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3, pp. 41-78.
Beeson, Mark, (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ivot’”, Analysis, No. 188,
Istituto per gli studi di politica internazionale.
――――――, (2010), “Asian Antinomies: East Asia’s Continuing Engagement with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Globalizations, Vol. 7, No. 4, pp. 451–454.
――――――, (2009a), “Hegemonic Transition in East Asia? The Dynamics of
Chinese and American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No. 1,
pp. 95–112.
――――――, (2009b), “Geopolitics and the Making of the Regions: The Fall and
Rise of East Asia”, Political Studies, Vol. 57, No. 3, pp. 498–516.
――――――, (2007),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Politics,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 (2006), “American Hegemony and Regionalism: The Rise of East Asia
and the End of the Asia-Pacific”, Geopolitics, Vol. 11, No. 4, pp. 541-560.
――――――,

(2003),

Regionalism”,

“ASEAN

Plus

Three

and

the

Rise

of

Reactionar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Vol. 25, No. 2, pp. 251-268.
―――――― and André Broome, (2010), “Hegemonic Instability and East Asia:
Contradictions, Crises and US Power”, Globalizations, Vol. 7, No. 4, pp.
507-523
―――――― and Iyanatul Islam, (2005), “Neoliberalism and East Asia: Resisting the
Washingtoh Consensu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41, No. 2, pp.
197-219.

참고문헌 301

―――――― and Richard Higgott, (2005), “Hegemony, Institutionalism and US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Third World Quarterly, Vol. 26, No. 7, pp. 1173–1188.
Belmonte, Laura, (2003), “Selling Capitalism: Modernization and US Overseas
Propaganda, 1949-1959”, in David C. Engerman, Nils Gilman, Mark H. Haefele,
Michael E. Latham, eds., Staging Growth: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the
Global Cold Wa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p. 107-128.
Bergsten, C. Fred, (2014), “Addressing Currency Manipulation Through Trade
Agreements”, Policy Brief, No. 14-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2009), “Introduction”, in C. Fred Bergsten, ed., The Long-Term
International Economic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Peterson Institute.
――――――, (2008), “A Partnership of Equals: How Washington Should Respond
to China's Economic Challenge”, Foreign Affairs, Vol. 87, No. 4, pp. 57-69.
――――――, (2005), “The Euro and the Dollar: Toward A ‘‘Finance G-2”, in
Adam S. Posen, The Euro at Five: Ready For a Global Role?, Peterson
Institute, pp. 27-39.
――――――, (1996), “Competitive Liberalization and Global Free Trade: A Vision
for the Early 21st Century”, Working Paper 96-15,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and Arvind Subramanian, (2008), “Globalizing the Crisis Response”,
Washington Post, 8 October, 2008.
―――――― and Joseph E. Gagnon, (2012), “Currency Manipulation, the US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ic Order”,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12-15.
――――――, Bates Gill, Nicholas R. Lardy and Derek Mitchell, (2006), “Chin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Partner of Rival?”, in C. Fred Bergsten, et als.,
China: The Balance Sheet: What Needs to Know Now About the Emerging
Superpower, Public Affairs, pp. 118-154.
――――――, Charles Freeman, Nicholas R. Lardy and Derek J. Mitchell, (2008),

30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China’s Challenge to the Global Economic Order”, in China’s Ri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9-32.
――――――,

――――――,

――――――

and

――――――,

(2008),

“Sustaining Economic Growth in China”, in China’s Ri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105-136.
――――――, ――――――, ―――――― and ――――――, (2008), China’s
Ri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ed., (2009), The Long-Term International Economic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et als., (2006), China: The Balance Sheet: What Needs to Know Now
About the Emerging Superpower, Public Affairs.
Bernanke, Ben S., (2000), Essays on the Great Depre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rnstein, Peter L., (2011), Capital Ideas Evolving, John Wiley & Sons.
Berry, Brian, (1991), Long-wave Rhythm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Behavio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erteau, David J. and Michael J. Green, (2012),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 and Zack Cooper, (2014), Assessing the Asia-Pacific
Rebala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Betts, Richard K., (1993),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pp. 34-77.
Bhadrakumar, M. K., (2014), “Obama Resets the ‘Pivot’to Asia’”, Asia Times, 9 May,
2014.
Bhagwati, Jagdish N., (2000), “Lessons From the East Asian Experience”, in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Building an Infrastructure for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eries, June 2000, pp. 19-29.
――――――, (1991), “Aggressive Unilateralism: An Overview”, in Jagdish Bhagwati
and Huge T. Patrick, eds., Aggressive Unilateralism, University of Michigan

참고문헌 303

Press, pp. 1-48.
―――――― and Huge T. Patrick, eds., (1991), Aggressive Unilateralism,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irdsall, N., de la Torre, A. and Menezes, R., (2001), Washington Contentious:
Economic Policies for Social Equity in Latin Americ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nd Inter-Amercian Dialogue.
Blackburn, Robin, (2006), “Finance’s Fourth Dimension”, New Left Review, 39. pp.
39-70.
Blair, Dennis C., (2014), “Who Decides Pacific Trade?”, New York Times, 5
November, 2014.
Blumenthal, Daniel, (2012), “Pivoting and Rebalancing: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Foreign Policy, 3 July, 2012.
――――――, (2011), “Against the East Asia ‘Pivot’”, Foreign Policy, 18 November,
2011.
Borden, William S., (1984), The Pacific Alliance: United State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Japanese Trade Recovery, 1947-1955,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Bordo, Michael D., (2006), “Globalization and Imbalances in Historical Perspectives”,
NBER Working Paper.
―――――― and Barry Eichengeen, (2002), “What Lessons from the Last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8716.
Bower, Ernst Z., Victor Cha, Karl F. Inderfurth, Christopher K. Johnson, Gary A.
Powell and Stephanie Sanok, (2012),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Center

for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Bowles, Paul., (2002), “Asia's Post-Crisis Regionalism: Bringing the State Back in,
Keeping the (United) States Ou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9, No. 2, pp. 244-270.
―――――― and Wang B., (2006), “‘Flowers and Criticism’: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minbi Debat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3,
No. 3, pp. 233–257.

30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Brinkley, Alan, (1989), “The New Deal and the Idea of the State”, in Steve Fraser
and Gary Gerstle, eds., The Rise and Fall of the New Deal Order, 1930-1980,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85-152.
Brook, Timothy, and Gregory Blue, eds., (1999), China and Historical Capitalism:
Genealogies of Sinological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oks, Stephen G., (2013a), “Lean Forward”, Foreign Affairs, Vol. 92, No. 1, pp.
130-142.
――――――, (2013b), “Debating American Engagement: The Future of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2, pp. 193-199.
―――――― and William Wohlforth., (2008), World Out of Balanc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hallenge of American Prim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 ――――――, (2005), “Hard Times for Soft 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pp. 72-108.
―――――― and ――――――, (2002), “American Primacy in Perspective”,
Foreign Affairs, Vol. 81, No. 4, PP. 20-33.
――――――,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2013), “Lean Forward”,
Foreign Affairs, Vol. 91, No. 1, pp. 130-142.
――――――, ―――――― and ――――――, (2012),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3, pp. 7-51.
Brown, Sturart S., (2012), The Future of U.S. Global Power: Delusions of Decline,
Palgrave Macmillan.
Bryan, Dick, (1995), The Chase Across the Globe: International Accumulation and the
Contradictions for Nation States, Westview Press.
―――――― and Michael Rafferty, (2006), Capitalism with Derivatives: A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Derivatives, Capital and Class, Palgrave Macmillan.
Brzezinski, Zbigniew, (2013),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Basic Books
――――――, (2012), “Balancing the East, Upgrading the West: U.S. Grand Strategy

참고문헌 305

in an Age of Upheaval”, Foreign Affairs, Vol. 91, No. 1, pp. 97-104.
――――――, (2007), Second Chance: Three Presidents and the Crisis of American
Superpower, Basic Books.
――――――,

(1998),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 and Brent Scowcroft, (2009), America and the World: Conversations
on the Fut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 Basic Books.
―――――― and John J. Mearsheimer, (2005),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Vol. 146, No. 1, pp. 46-49.
Burkett, Paul and Martin Hart-Landsberg, (2000), Development, Crisis, and Class
Struggle: Learning from Japan and East Asia, Macmillan.
Burnham, Peter,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war Reconstruction, Macmillan.
Bush III, Richard C., (2015), “No Rebalance Necessary: The Essential Continuity of
U.S. Policy in the Asia-Pacific”, Brookings Institute.
――――――, (2013), “United States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SERI Quarterly,
Vol. 6, No. 2, pp. 40-47.
――――――, (2012), The Response of China’s Neighbor to the US“ Pivot” to Asia,
Brookings Policy Brief, 31 January, Brookings Institution.
―――――― and Joshua Meltzer, (2014), “Taiwan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Preparing the Way”, East Asia Policy Paper, No. 3,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 et als., (2014), “Avert Conflict in South and East China Seas”, in
Ted Piccone, et als., eds., Big Bets and Black Swans: A Presidential Briefing
Book, Brookings Institution, pp. 29-31.
――――――, et als., (2013), “Calming the Eastern Seas”, in Martin Indyk, et als.,
eds., Big Bets and Black Swans: A Presidential Briefing Book, Brookings
Institution, pp. 37-40.
Buzan, Barry, (2000), “The Logic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World”,
in B. Hettne,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The New Regionalism and the
Future of Security and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pp. 1-25.

30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and Ole Waever, (2003),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Vol. 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lder, Kent, (2004), “Securing Security through Prosperity: the San Francisco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acific Review, Vol. 17, No. 1, pp. 135-157.
Calleo, David P., (2010), “American Decline Revisited”,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52, No. 4, pp. 215-227.
――――――, (2009), “Twenty-First Century Geopolitics and the Erosion of the
Dollar Order”, in Eric Helleiner and Jonathan Kirshner, eds., The Future of the
Dolla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64–190.
――――――, (1993), The Bankrupting of America: How the Federal Budget is
Impoverishing the Nation, Avon Books.
――――――, (1987), Beyond American Hegemony: The Future of the Western
Alliance, Basic Books.
――――――, (1982), The Imperious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 and Benjamin Rowland, (1975), America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Atlantic Dreams and National Realities, Indiana University Press.
Campbell, Kurt M., (2012), “The Obama Administration’s Pivot to Asia”, Interview
with Robert Kagan, Foreign Policy Initiative, March, 2012.
――――――, (2004), “U.S. Foreign Policy in North East Asia”, in Samuel Kim,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Rowman and Littlefield.
―――――― and Brian Andrews, (2013), “Explaining the US ‘Pivot’ to Asia”,
Americas, January, 2013.
―――――― and Ely Ratner, (2014), “Far Eastern Promises: Why Washington
should Focus on Asia”, Foreign Affairs, Vol. 93, No. 3, pp. 106-116.
――――――, Nirav Patel and Vikram J. Singh, (2008),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iAsia,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apling, Ann and John Ravenhill, (2011),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What Role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he Pacific Review, Vol. 24, No.
5, pp. 553-575.
Carchedi, Guglielmo, (1991),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참고문헌 307

Carpenter, Ted G., (2013), “Delusions of Indispensability”, The National Interest, No.
124, pp. 47-55.
Cassis, Youssef, (2006), Capitals of Capital: a History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1780-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 Cecco, Marcello, (2009), “Monopoly to Oligopoly: Lessons from the Pre-1914
Experience”, in Eric Helleiner and Jonathan Kirshner, eds., The Future of the
Dolla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16-141.
Cette, Gilbert and Renaud Bourlès, (2007), “Trends in “Structural” Productivity Levels
in the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Economics Letters, Vol. 95, No. 1, pp.
151-156.
Cha, Victor D., (2010),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pp. 158-196.
Chan, Steve, (2008), China, the U.S., and the Power Transition Theory: A Critique,
Routledge.
Chanda, Nayan, (2008),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Asia”, in Daiv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300-316.
Chandler, Alfred, (1993),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 (1990),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Chase-Dunn,

Christopher,

(2010),

“Adam Smith in Beijing:

A World-Systems

Perspective”, Historical Materialism, Vol. 18, No. 1, pp. 39-51.
――――――, (1992), “Introduc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Systems”,
Review, Vol. 15, No. 3, pp. 313-333.
――――――, (1989), Global Transformation: Structure of the World-Economy, Basil
Blackwell.
―――――― and Peter Grimes, (1995), "World-Systems Analysi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1, No. 1, pp. 387-417.
―――――― and Thomas Hall, (2000), “Comparing World-Systems to Explain

30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Social Evolution”, in Denemark, Robert A., et al., eds., World-System History:
the Social Science of Long-Term Change, Routledge, pp. 86-114.
――――――

and

――――――,

(1997),

Rise

and

Demise:

Comparing

World-Systems, Westview Press.
―――――― and ――――――, (1993), “Comparing World-Systems: Concepts and
Working Hypotheses”, Social Forces, Vol. 71, No. 4, pp. 851-886.
Chenais, François, (2007), “The Economic Foundations of Contemporary Imperialism”,
Historical Materialism, Vol. 15, No. 3, pp. 121-142.
――――――, (1996), La mondialisation financiére, La Décourverte & Syros (국역:
서익진 역, (2002), 금융의 세계화, 한울).
Chernow, Ron, (1990), The House of Morgan: An American Dynasty and the Rise of
Modern Finance, Grove Press.
Chittick, William O., (2006), American Foreign Policy: A Framework for Analysis, CQ
Press.
Christensen, Thomas J., (2006),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1, pp. 81-126.
――――――, (1999),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pp. 49-80.
Christiansen, Flemming, (2010), “Arrighi’s Adam Smith in Beijing: Engaging China”,
Historical Materialism, Vol. 18, No. 1, pp. 110-129.
Clarke, Peter, (2009),

The Rise, Fall and Return of the 20th Century’s Most

Influential Economist, Bloomsbury Press.
Cline, William R., (2009), “Long-Term Fiscal Imbalances, US External Liabilities, and
Future Living Standards”, in C. Fred Bergsten, ed., The Long-term International
Economic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11-34.
Clinton, Hillary R.,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 189, pp.
56-63.
Cohen, Benjamin J., (2010), “Currency and State Power”, APSA 2010 Annual Meeting

참고문헌 309

Paper.
――――――, (2009), “Toward a Leaderless Currency System”, in Eric Helleiner and
Jonathan Kirshner, eds., The Future of the Dolla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42-163.
――――――,

(2008),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Diffusion

and

Ambigu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84, No. 3, pp. 455–470.
――――――, (2006), “The Macrofoundations of Money Power”, in David M.
Andrews, ed., International Monetary Powe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31-50.
――――――, (2000), “Taming the Phoenix? Monetary Governance After the Crisis”,
in Gregory W. Noble and John Ravenhill, eds.,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Architecture of Global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2-212.
――――――, (1998), The Geography of Money, Cornell University Press (국역: 박
영철 역, 1999,『화폐와 권력』, 시유시).
Cohen, Stephen S., and John Zysman, (1987), “Why Manufacturing Matters: The Myth
of the Post-industrial Econom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29, No.
3, pp. 9-26.
Cohen, Warren I., (2005), America’s Failing Empire: US Foreign Relations Since the
Cold War, Blackwell Publishing.
Cooper, Richard N., (2005), “Living with Global Imbalances: A Contrarian View”,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imics.
Copeland, Dale, (2003),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Future of U.S.-Chinese
Relations”,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323-352.
Corden, W. Max, (2001), “The World Financial Crisis: Are the IMF Prescriptions
Right?”, in Shale Asher Horowitz and Uk He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terest Groups, Ideologies, and Institutions,
Rowman & Littlefield, pp. 41-64.
Cossa, Ralph A., (2014), “The “Obama Doctrine” and the Pivot to Asia”, Pacific
Forum CSIS.

31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2008), “Security Dynamics in East Asia: Geopolitics vs. Regional
Institutions”, in Davi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p. 317-340.
――――――, Brad Glosserman, Michael A. McDevitt, Nirav Patel, James Przystup
and Brad Roberts, (2009),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
Security Strateg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Center for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Cox, Michael, (2001a), “Whatever Happened to American Declin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New United States Hegemony”, New Political Economy, Vol.
6, No. 3, pp. 311-340.
――――――, (2001b), “The New Liberal Empire: US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Irish Studies in International Affairs, Vol. 12, pp. 39-56.
Cox, Robert, (1986),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eh
Making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 and T. Sinclair, (1996), Approaches to World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aig, Campbell, et al., (2013), “Debating American Engagement: The Future of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2, pp. 181-199.
Crane, Keith, et als., (2005), Modernizing China's Military: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prepared for the U.S. Air Force, RAND PROJECT AIR FORCE.
(file:///C:/Users/Administrator/Desktop/ADA436144.pdf)
Crone, Donald, (1993), “Does Hegemony Mat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acific
Political Economy”, World Politics, Vol. 45, No. 4, pp. 501-525.
Cronin, Bruce, (2001), “The Paradox of Hegemony: America’s Ambiguou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7,
No. 1, pp. 103-130.
Crotty, James, (2007), “If Financial Market Competition is so Intense, Why are
Financial Firm Profits so High? Reflections on the Current ‘Golden Age’ of
finance”,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 134.
――――――, (2005), “The Neoliberal Paradox: the Impact of Destructive Product

참고문헌 311

Market

Competition

and

‘Modern’

Financial

Markets

on

Nonfinancial

Corporation Performance in the Neoliberal Era”, in Gerald A. Epstein, e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p. 77–110.
―――――― and Gerald Epstein, (1999), “A defense of Capital Control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3, No. 2, pp.
427-433.
Cullather, Nick, (2004), “Modernization Theory”, in Michael J. Hogan and Thomas G.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pp. 212-220.
Cumings, Bruce, (2009),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Yale University Press.
――――――, (1999a),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Duke University Press.
――――――, (1999b), “The American Century and the Third World”,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9-301.
――――――,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acific Rim”, in Ravi A. Palat,
ed., Pacific-Asia and the Future of the World-System, Greenwood Press, pp.
21-40.
――――――, (1991), “Trilateralism and the New World Order”, World Policy
Journal, Vol. 8, No. 2, pp. 195-222.
D’Arista, Jane, (2005),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n
Financialization”, in Gerald A. Epstein, e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p. 220-236.
D'Costa, Anthony P., ed., (2012), Globalization and Economic Nationalism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Davis, Gerald F., (2009), Managed by the Markets: How Finance Re-shaped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Denmark, Abraham M., et als., (2013), “Regional Perspectives on U.S. Strategic
Rebalancing”, Asia Policy, No. 15, pp. 1-44.

31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Dent, Christopher M., (2013), “Paths ahead for East Asia and Asia–Pacific
Regionalism”, International Affairs, Vol. 89, No. 4, pp. 963–985.
――――――, (2010),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a Decade on:
Evaluating the Past, Looking to the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No. 2, pp. 201-245.
―――――― and Jörn Dosch, eds., (2012), The Asia-Pacific, Regionalism and the
Global System, Edward Elgar.
Deudney, Daniel and G. John Ikenberry, (1999), “Realism, Structural Liberalism, and
the Western Order”, in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 eds.,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03-137.
Devezas, T. C., ed., (2006), Kondratieff Waves, Warfare and World Security, Amsterdam,
IOS Press.
Dews, Fred, (2014), “Pivot, Rebalance, or Reinvigorate? Words Matter in U.S. Strategy
toward Asia”, Brookings Now, 21 April, 2014.
Dodd, Randall, (2005), “Derivatives Markets: Sources of Vulnerability in US Financial
Markets”, in Gerald A. Epstein, e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p. 149-182.
Donilon, Thomas, (2014), “Obama is on the Right Course with the Pivot to Asia”,
Washington Post, 20 April, 2014.
Dooley, Michael P., David Folkerts-Landau and Peter Garber, (2009), “Bretton Woods
II Still Defin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acific Economic Review,
Vol. 14, No. 3, pp. 297-311.
――――――, ―――――― and ――――――, (2004),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Vol. 9, No.
4, pp. 307-313.
――――――, ―――――― and ――――――, (2003), “An Essay on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NBER Working Paper, No. 9971.
Dougherty, James E. and Robert L. Pfaltzgraff, Jr., (1986), American Foreign Policy:
FDR to Reagan, Haper & Row.

참고문헌 313

Drezner, Daniel W., (2015),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s about More than Trade”,
Washington Post, 7 May, 2015.
――――――, (2011), “Does Obama have a Grand Strategy? Why We Need
Doctrines in Uncertain Times”, Foreign Affairs, Vol. 90, No. 4, pp. 57-68.
――――――, (2009), “Bad Debts: Assessing China’s Financial Influence in Great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2, pp. 7-45.
Dubofsky, Melvyn, (1994), The State and Labor in Modern Americ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Duffield, John, (2001), “Why is There No APTO? Why is There No OSCAP?:
Asia-Pacific Security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22, No. 2, pp. 69-95.
Duménil, Gerard and Dominique Lévy, (2011), The Crisis of Neolibe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and ――――――, (2005), “Costs and Benefits of Neoliberalism: A
Class Analysis”, in Gerald A. Epstein, e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p. 17-45.
―――――― and ――――――, (2004a), Capital Resurgent: Roots of the
Neoliberal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and ――――――, (2004b), “Neoliberal Income Trends: Wealth,
Class and Ownership in the USA”, New Left Review, 30, pp. 105-133.
―――――― and ――――――, (2004c),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1, No. 4, pp. 657-676.
―――――― and ――――――, (2004d), “The Real and Financial Components of
Profitability: USA 1948-2000”,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 36,
No. 1, pp. 82-110.
――――――

and

Dynamics”,

――――――,
Conference

on

(2003),

“Neoliberal

Global

Regulation,

Dynamics
29-31

May,

Imperial
2003,

http://www.cepremap.ens.fr/levy/
―――――― and ――――――, (2001a), “Peoridizing Capitalism: Technology,

31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Institution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in Robert Albritton, ed.,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Booms, Crises, and Globalization, Palgrave, pp.
141-162.
―――――― and ――――――, (2001b), “Vieilles théories et nouveau capitalisme:
Actualité d'une économie marxiste”, in Jacques Bidet et Eustache Kouvélakis,
eds., Dictionnaire Marx contemporain, PUF (국역: 윤소영 역, (2005), ｢마르
크스주의 경제학의 현재성｣, 일반화된마르크스주의개론).
―――――― and ――――――, (1996), The Great Depression: A Paradoxical
Events?, Centre d'Etudes Prospectives d'Economie Mathematique Appliquees a la
Planification.
――――――

and

――――――,

(1993),

The

Economics

of

Profit

Rate:

Competition, Crises and Historical Tendencies in Capitalism, Edward Elgar.
Dunaway, Wilma A., ed., (2003), Emerging Issues in the 21st Century World-system:
New Theoretical Directions for the 21st Century World-System, Vol. 2,
Greenwood Publishing Group.
Duncan, Richard, (2005), The Dollar Crisis: Causes, Consequences, Cures, John Wiley
& Sons.
Edwards, Sebastian, (2004), “Thirty Years of Current Account Imbalances, Current
Account Reversals and Sudden Stops”, NBER Working Paper, No. 10276.
Eichengreen, Barry, (2011), Exorbitant Privilege: The Rise and Fall of the Dollar an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 (2007), Global Imbalances and the Lessons of Bretton Woods, MIT
Press.
Eichengreen, Barry, (1999), Toward a New Financial Architecture: A Practical
Post-Asia Agend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1996), Globalizing Capital: A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7), Hegemonic Stability Theorie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nd Douglas A. Irwin, (2008),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as

참고문헌 315

There a Bush Doctrine?”, NBER Working Paper, No. 13831.
―――――― and Pipat Luengnaruemitchai, (2004), “Why Doesn't Asia Have Bigger
Bond Markets?”, NBER Working Paper, No. w10576.
Eisen, Sara, (2010), Currencies After the Crash: The Uncertain Future of the Global
Paper-Based Currency System, McGraw Hill.
Eisner, Marc A., (1995), The State in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Prentice Hall.
Ekbladh, David, (2010),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Elliott, Kimberly Ann, and Thomas O. Bayard, (1994), Reciprocity and Retaliation in
US Trade Policy, Peterson Institute Press.
Engerman, David C., Nils Gilman, Mark H. Haefele, Michael E. Latham, eds., (2003),
Staging Growth: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the Global Cold Wa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Epstein, Gerald A., (2005), “Introduction: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in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p. 3-16.
――――――, ed., (2005),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Escobar, Arturo,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Etzioni, Amitai, (2012a), “Obama’s Asia ‘Bluff’”, The National Interest, June 14, 2012.
――――――, (2012b), “The United States’ Premature Pivot to “Asia””, Society, Vol.
49, No. 5, pp. 395-399.
Fawcett, Louise, (1995), “Regional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Andrew Hurrell
and Louise L'Estrange Fawcett,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LaFeber, Walter, (1999), “The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Capitalism during the
American Century”,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52-182.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00), Building an Infrastructure for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eries, June 2000.

31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Feinberg, Richard E., (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United States’ Free Trade
Arrangement”, The World Economy, Vol. 26, No. 7, pp. 1019-1040.
Feldstein, Martin S., (2008), “Resolving the Global Imbalance: the Dollar and the U.S.
Saving Rate”, NBER Working Paper, No. 13952.
――――――, (1994), “American Economic Policy in the 1980s: A Personal View”,
American Economic Policy in the 1980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www.nber.org/chapters/c7752.pdf)
Feng, Zhu, (2008), “China’s Rise will be Peaceful: How Unipolarity Matters”, in
Robert Ross and Zhu Feng, eds.,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34-54.
Ferguson, Niall, (2004), Colossus: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Empire, Allen
Lane.
―――――― and L. Kotlikoff, (2003), “Going Critical: American Power and the
Consequences of Fiscal Overstretch”, The National Interest, No. 73, pp. 22-32.
Ferguson, Thomas, (1984), “From Normalcy to New Deal: Industrial Structure, Party
Competition, and American Public Policy in the Great Depres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pp. 41-94.
Fergusson, Ian F., Mark A. McMinimy and Brock R. Williams, (2016),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CRS Report for Congress.
――――――, William H. Cooper, Remy Jurenas and Brock R. Williams, (2013),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urrent
Politics and Economics of South, Southeastern, and Central Asia, Vol. 22, No.
2, pp. 209-286.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the United States,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https://www.gpo.gov/fdsys/pkg/GPO-FCIC/pdf/GPO-FCIC.pdf)
Flemming, Christiansen, (2010), “Arrighi’s Adam Smith in Beijing: Engaging China”,
Historical Materialism, Vol. 18, No. 1, pp. 110–129.
Fontaine, Richard, Kristin M. Lord and Robert J. Art, (2012), America’s Path: Grand

참고문헌 317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ousek, John, (2000), To Lead the Free World: American Nationalism and the Cultural
Roots of the Cold Wa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Frank, Andre Gunder, (1998), ReOre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tity of California Press.
―――――― and Barry K. Gills, ed., (1993),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Routledge.
Frankel, Jeffrey A., (2011), “Historical Precedent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Symposium,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he Role of
the

Renminbi,

Beijing.

(https://www.cfr.org/sites/default/files/pdf/2011/10/CGS-IIGG_WorkingPaper17_Fran
kel.pdf.)
――――――, (2006), “Could the Twin Deficits Jeopardize US Hegemony?”,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28. No. 6, pp. 653-663.
――――――, (1990), And Now Won/dollar Negotiations? Lessons from the
Yen/dollar Agreement of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raser, Steve and Gary Gerstle, eds., (1989), The Rise and Fall of the New Deal
Order, 1930-1980,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iedberg, Aaron L., (2011),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W. W. Norton.
――――――, (2005),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pp. 7-45.
――――――, (1993),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pp. 5-33.
Froman, Michael, (2014), “The Strategic Argument of Trade”, Foreign Affairs, Vol. 93,
No. 6, pp. 111-118.
Fromkin, David, (1995), In the Time of the Americans: FDR, Truman, Eisenhower,
MacArthur―The Generation That Changed America’s Role in the World,
Macmillan.

31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Froud, Julie, et als., (2006), Financialization and Strategy: Narrative and Numbers,
Routledge.
Gaddis, John L., (2005),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2002), “A Grand Strategy of Transformation”, Foreign Policy, No.
133, pp. 50-57.
Gavin, Francis J., (2004), Gold, Dollars, and Power: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1958-1971, UNC Press Books.
Geisst, Charles R., (1997), Wall Street: a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Gelb, Leslie H., (2012), “The Elusive Obama Doctrine”, The National Interest, No.
121, pp. 18–28.
――――――, (2009), Power Rules: How Common Sense Can Rescue American
Foreign Policy, Harper Collins.
Gill, Bates, (2005), “China’s Evolving Regional Security Strategy”,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47-265.
Gill, Stephen R., (1993), “Epistemology, Ontology, and the ‘Italian School’”, in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48.
――――――, (1993), “Gramsci and Global Politics: towards a Post-Hegemonic
Research Agenda”, in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8.
――――――, and David Law, (1993), “Global Hegemony and the Stuructural Power
of Capital”, in Stephen R. Gill, ed.,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 David Law, (1988),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Problems, and Policies, Harvester·Wheatsheaf.
――――――,

ed.,

(1993)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ls, Barry, (2002), “World Systems Analysis, Historical Sociology, and International

참고문헌 319

Relations: The Difference a Hyphen Makes”, in Stephen Hobden and John. M.
Hobson, eds.,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1-161.
―――――― and George Philip, (1996), “Editorial: Towards Convergence in
Development Policy? Challenging “Washington Consensus” and Restoring the
Historicity of Divergent Development Trajectories”, Thrid World Quarterly, Vol.
17, No. 4, pp. 585-591.
Gilman, Nils, (2003a), Mandarins of the Future: Modernization Theory in Cold War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2003b), “Modernization Theory, The Highest Stage of American
Intellectual History”, in David C. Engerman, Nils Gilman, Mark H. Haefele,
Michael E. Latham, eds., Staging Growth: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the
Global Cold Wa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p. 47-80.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laser, Bonnie, (2013), “Pivot to Asia: Prepare for Unintended Consequence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Global Forecast, pp. 22-24.
―――――― and Brittany Billingsley, (2011), “US-China Relations: US Pivot to
Asia Leaves China off Balance”, Comparative Connections, Vol. 13, No. 3, pp.
29-42.
Glyn, Andrew, et als., (1991), Capitalism Since 1945, Basil Blackwell.
Goh, Evelyn, (2006),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PacNet 43.
(http://www.stratad.net/downloads/PacNet%2043.pdf)
Goldfrank, Walter L., (2000), “Paradigm Regained? The Rules of Wallerstein’s
World-System Method”,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11, No. 2, pp.
150-195.
――――――, (1990), “Current Issues in World-Systems Theory”, Review, Vol. 12,
No. 2, pp. 251-254.
――――――, ed., (1979), The World-System of Capitalism: Past and Present, Sage.
Goldstein, Avery, (2008), “Parsing China’s Ris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32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National Attributes”, in Robert Ross and Zhu Feng, eds.,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55-86.
――――――, (2005), Rising to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2003),

“An

Emerging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y:

A

Neo-Bismarckian Turn?”,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57-106.
――――――, (1997), “Great Expectations: Interpreting China’s Arrival”,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3, pp. 36-73.
Goldstein, Joshua S., (2006), “The Predictive Power of Long Wave Theory, 1984-2000”,
in T. C. Devezas, ed., Kondratieff Waves, Warfare and World Security,
Amsterdam, IOS Press, pp. 137-144.
――――――, (1991), “A War Economy Theory of Long Wave”, in Niels Thygesen,
et al., Business Cycles: Theories, Evidence and Analysis,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03-328.
――――――, (1988), Long Cycles: Prosperity and War in the Modern Age, Yale
University Press.
Goldstein, Morris, and Nicholas Lardy, (2009), The Future of China's Exchange Rate
Policy,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87, Peterson Institute.
―――――― and ――――――, (2005), “China's Role in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A Case of Mistaken Identit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No. WP05-2.
Gordon, Robert J., (2012), “Is US Economic Growth Over? Faltering Innovation
Confronts the Six Headwinds”, NBER Working Paper, No. 18315.
Gowan, Peter, (1999), The Global Gamble: Washington’s Faustian Bid for World
Dominance, Verso. (부분 국역: 홍수원 역, (2001), 『세계 없는 세계화』)
Green, Michael J., (2008), “The United States and Asia After Bush”, The Pacific
Review, Vol. 21, No. 5, pp. 583-594.

참고문헌 321

――――――, (2008), “Japan in Asia”, in Daiv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170-191.
――――――, (2001),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 Power, Springer.
―――――― and Nicholas Szechenyi, (2014), Power and Order in Asia: A Survey
of Regional Expectation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and ――――――, eds., (2015), “Pivot 2.0”: How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an Work Together to Sustain American Engagement in Asia to
2016,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and Zack Cooper, (2014), “Revitalizing the Rebalance: How to Keep
U.S. Focus on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7, No. 3, pp. 25-46.
――――――, Kathleen Hicks and Mark Cancian, eds., (2016),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Zack Cooper and Mira Rapp Hooper, (2015), “Defense: Explaining
and Resourcing the Rebalance”, in Michael J. Green and Nicholas Szechenyi,
eds., “Pivot 2.0”: How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an Work Together to
Sustain American Engagement in Asia to 2016,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p. 6-7.
Greider, William, (1987), Secrets of the Temple: How Federal Reserve Runs the
Country, Simon and Schuster.
Grieco, Joseph, (1999), “Realism and Regionalism: American Power and German and
Japanese Institutional Strategie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in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 eds.,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319-353,
Griffiths, Martin and Terry O’Callaghan, (2002),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ey
Concepts, Routledge.
Grimes, William W., (2012), “Financial Regionalis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Wyn Grant and Graham K. Wilson. eds., The Consequ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hetoric of Reform and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32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Press, pp. 88-108.
――――――, (2009), Currency and Contest in East Asia: The Great Power Politics
of Financial Reg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 (2003), “INSTITUTIONALIZED INERTIA: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353-420.
――――――, (2003),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en and the New Politics of
Monetary Insulation”, in Jonathan Kirshner, ed., Monetary Orders: Ambiguous
Economics, Ubiquitous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72-94.
Grimes, William, (2001), Unmaking the Japanes Miracle: Macroeconomic Politics
1985-2000, Cornell University Press.
Gulick, John, (2011), “The Long Twentieth Century and Barriers to China’s Hegemonic
Accession”, Journal of World-System Research, Vol. 17, No. 1, pp. 4-38.
――――――, (2004), “A Capitalist World-Empire or US-East Asian Geo-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World-System Research, Vol. 7, No. 2, pp. 502-515.
Guttman, Robert, (1994), How Credit-Money Shapes the Economy: The United States
in a Global System, M. E. Sharpe.
Haass, Richard N., (2013), “The Irony of American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2, No. 3, pp. 57–64.
Haefele, Mark H., (2003), “Walt Rostow’s Stages of Economic Growth: Ideas and
Action”, in David C. Engerman, Nils Gilman, Mark H. Haefele, Michael E.
Latham, eds., Staging Growth: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the Global
Cold Wa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p. 81-105.
Hamashita, Takeshi, (2003), “Tribute and Treaties: Maritime Asia and Treaty Port
Networks in the Era of Negotiation, 1800-1900”, in Giovanni Arrigh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Routledge, pp. 17-50.
Hart-Landsberg, Martin, (2011), “Capitalism,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resistance”, Critical Asian Studies, Vol. 43, No. 3, pp. 319–348.

참고문헌 323

Harvey, David, (2005), New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Hastedt, Glenn P., (2015), American Foreign Policy: Past, Present, Future, Rowman &
Littlefield.
――――――, (2008),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Balance of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 3, pp. 489-518.
―――――― and Huiyun Feng, (2008), “If Not Soft Balancing, Then What?
Reconsidering Soft Balancing and U.S. Policy Toward China”, Security Studies,
Vol. 17, No. 2, 363-395.
Hatch, Walter, and Kozo Yamamura, (1996), Asia in Japan's Embrace: Building a
Regional Production Alli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 Kai, (2006), “Does ASEAN Matt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nstitutional
Realism, and ASEAN”, Asian Security, Vol. 2, No. 3, pp. 189-214.
Helleiner, Eric, (2011), “Understanding the 2007–2008 Global Financial Crisis: Lessons
for Scholar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4, pp. 67-87.
――――――, (2008), “Political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urrencie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5, No. 3, pp. 354-378.
――――――, (1994),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Cornell University Press.
―――――― and Francine McKenzie, (2003), The Making of National Money:
Territorial Currencies in Historical Perspective, Cornell University.
―――――― and Jonathan Kirshner, (2014), “The Politics of China’s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in The Great Wall of Money: Power and Politics in
China’s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23.
―――――― and ――――――, eds., (2014), The Great Wall of Money: Power
and Politics in China’s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 and ――――――, eds., (2009), The Future of the Dollar, Cornell
University Press.

32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Hemmer, Christopher, and P. J. Katzenstein, (2002),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6, No. 3, pp. 575-607.
Henning, Randall C., (1994), Currencies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Peterson Institute.
Henwood, Doug, (1997), Wall Street: How It Works and for Whom?, Verson. (국역:
이주명 역, (1999),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사계
절)
Hersh, Jacques, (1993),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e of East Asia since 1945, St.
Martin’s Press.
Higgott, Richard, (1998), “The Asian Economic Crisis: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Political Economy, Vol. 3, No. 3, pp. 333-356.
――――――, Richard Leaver, and John Ravenhill, eds., (1993), Pacific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Cooperation or Conflict?, Lynne Rienner Publishers.
Hettne, B.,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1999), “Editors’ Introduction”, in B.
Hettne,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Palgrave Macmillan, pp. xxxi-xxxvi.
――――――,

――――――

and

――――――,

eds.,

(2000),

The

New

Regionalism and the Future of Security and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 ―――――― and ――――――, eds., (1999),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Palgrave Macmillan.
Hixson, Walter L., (2008), The Myth of American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US Foreign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Hobden, Stephen and John. M. Hobson, eds., (2002),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ff, Joan, (1999), “The American Century: from Sarajevo to Sarajevo”,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29.
――――――, (1994), “American Diplomacy: Retrospect and Prospect”, in Gordon
Martel, ed., American Foreign Relations Reconsidered, 1890-1993, Routledge.

참고문헌 325

Hogan, Michael J., (2004), “Corporatism”, in Michael J. Hogan and Thomas G.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pp. 137-148.
――――――, (1999), “Introduction”,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0.
――――――, (1991), “Corporatism: a Positive Appraisal”, Diplomatic History, Vol.
10, No. 4, pp. 363-372.
――――――, (1987), The Marshall Plan: America, Britain an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7-195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6), “Corporatism: A Positive Appraisal”, Diplomatic History, Vol.
10, No. 4, pp. 363-372.
――――――, (1985), “American Marshall Planners and the Search for a European
Neocapitalism”,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0, No. 1, pp. 44-72.
――――――, (1984), “Revival and Reform: America’s Twentieth Century Search for
an New Economic Order Abroad”, Diplomatic History, Vol. 8, No. 4, pp.
287-310.
―――――― and Thomas G. Paterson, (2004), “Introduction”, in Michael J. Hogan
and Thomas G.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
―――――― and ――――――, eds., (2004),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 (1999),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ok, Steven W. and John Spanier, (2012),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CQ Press.
Hopkins, Terence K., (1979), “The Study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Some
Introductory Considerations”, in Walter L. Goldfrank, ed., The World-System of
Capitalism: Past and Present, Sage, pp. 9-38.
―――――― and Immanuel Wallerstein, (1996), “The World-System: Is There a

32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Crisis?”, in Hopkins, Terence K. and Immanuel Wallerstein, et als.,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 System, 1945-2025, Zed Books, pp. 1-10.
―――――― and ――――――, (1982), World-Systems Analysis: Theory and
Methodology, Sage.
―――――― and ――――――, (1980), Processes of the World-System, Sage.
―――――― and ――――――, et als., (1996),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 System, 1945-2025, Zed Books.
Horne, Gerald, (1999), “Race from Power: US Foreign Policy and the General Crisis
of “White Supremacy”,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02-336..
Horowitz, Shale Asher, and Uk Heo, eds, (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terest Groups, Ideologies, and Institutions,
Rowman & Littlefield.
Hughes, Christopher W., (2000), “Japanese Policy and the East Asian Currency Crisis:
Abject Defeat or Quiet Victo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7, No. 2, pp. 219-253.
Hung, Ho-Fung, (2009a), “America’s Head Servant?”, New Left Review, 60, pp. 5-26.
――――――,

(2009b),

Capitalism”, in

“Introduction:

the

Three

Transformations

of

Global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 JHU

Press, pp. 1-22.
――――――, ed., (2009),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 JHU
Press.
Hunt, Michael H., (2007), The American Ascendancy: How the United States Gained
and Wielded Global Dominanc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2004), “Ideology”, in Michael J. Hogan and Thomas G.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pp.
221-240.
――――――, (1999), “East Asia in Henry Luce’s “American Century””,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참고문헌 327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2-278.
――――――, (1987), Ideology and U.S. Foreign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 (1988), “The U.S: Decline or Renewal?”, Foreign Affairs, Vol. 67,
No .2, pp. 76-96.
Hurd, Ian, (1999), “Legitimacy and Authority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2, pp. 379–408.
Hurrell, Andrew, (1995),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in Andrew Hurrell
and Louise L'Estrange Fawcett,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pp. 37-73.
―――――― and Louise L'Estrange Fawcett, eds., (1998),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Hveem, Helge, (1999), “Political Regionalism: Master or Servant of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in B. Hettne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Palgrave Macmillan, pp. 85-115.
Hyland, William G., (1999), Clinton’s World: Remaking American Foreign Policy,
Praege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2), The military balance 2012,
Routledge, 2012.
Ikeda, Satoshi, (2003), “US Hegemony and East Asia: An Exploration of China’s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in Wilma A. Dunaway ed., Emerging Issues in
the 21st Century World-system: New Theoretical Directions for the 21st Century
World-System, Vol. 2, Greenwood Publishing Group, pp. 162-180.
――――――, (1996), “World Production”, in Immanuel Wallerstein and Terence K.
Hopkins, eds.,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System,
1945-2025, Zed Books, pp. 38-86.
Ikenberry, G. John, (2013), “East Asia an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egemony,
Balance, and Consent in the Shaping of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Takeshi
Inoguchi and G. John Ikenberry, eds., The Troubled Triangle: Economic and
Security Concerns fo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Palgrave Macmillan,

32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pp. 13-33.
――――――, (2011),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08),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pp. 23-37.
――――――, (2008), “The Rise of China: Power, Institutions and the Western
Order”, in Robert S. Ross and Zhu Feng, eds., China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89-114.
――――――, (2002a), “Introduction”, in America Unrivaled,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26.
――――――, (2002b), "America's Imperial Ambition", Foreign affairs, Vol. 81, No.
5, pp. 44-60.
――――――, (2001),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8),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Persistence of
American Postwar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3, pp. 43-78.
―――――― and Michael Mastanduno, eds., (200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 ed., (2015),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etical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 ed., (2002), America Unrivaled, Cornell University Press.
――――――, Michael Mastanduno and William C. Wohlforth, (2009), “Unipolarity,
State Behavior, and Systemic Consequences”, World Politics, Vol. 61, No. 1,
pp. 1-27.
Inboden, William, (2011), “What Obama’s Done Right And Wrong”, Foreign Policy,
28 December.
Inoguchi, Takeshi and G. John Ikenberry, eds., (2013), The Troubled Triangle:
Economic and Security Concerns fo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Palgrave Macmillan.
Iriye, Akira, (2004), “Culture and International History”, in Michael J. Hogan and

참고문헌 329

Thomas G.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pp. 241-256.
――――――, (1989), “Internationalization of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4, No. 1, pp. 1-10.
Ito, Hiro, (2009), “U.S. Current Account Debate with Japan then. with China now”,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20, No. 3, pp. 294-313.
Jain, Purnendra and John Bruni, (2004), “Japa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Little
NATO or Shadow Alliance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4, No. 2, pp. 265-285.
James, Harold, (2009), “The Enduring International Preeminence of the Dollar”, in Eric
Helleiner and Jonathan Kirshner, ed., The Future of the Dolla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24-44.
――――――, (1996), International Monetary Cooperation Since Bretton Wood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ensen, J. Bradford, (2011), Global Trade in Services: Fear, Facts, and Offshorin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ervis, Robert, (2009), “Unipolarity: A Structural Perspective”, World Politics, Vol. 61,
No. 1, pp. 188-213.
――――――, (2006), “The Remaking of a Unipolar World”,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9, No. 3, pp. 5-19.
Jiang, Yang, (2014), “The Limits of China’s Monetary Diplomacy”, in Eric Helleiner
and Jonathan Kirshner, eds., The Great Wall of Money: Power and Politics in
China’s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56-183.
Joffe, Josef, (2014), The Myth of America’s Decline: Politics, Economics, and a Half
Century of False Prophecies, W. W. Norton & Company.
――――――, (1997), “How America Does It”, Foreign Affairs, Vol. 76, No. 5, pp.
13-27.
Johnson, Chalmers, (2004), The Sorrows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Macmillan.
Johnson, Christopher K. and Bonnie S. Glaser, (2015), “China: Building Confidence

33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While Setting Expectations”, in Michael J. Green and Nicholas Szechenyi, eds.,
“Pivot 2.0”: How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an Work Together to
Sustain American Engagement in Asia to 2016,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p. 3-5.
Johnson, Simon and James Kwak, (2012), White House Burning: The Founding
Fathers, Our National Debt, and Why It Matters to You, Pantheon Books.
―――――― and ――――――, (2011), 13 Bankers: The Wall Street Takeover
and the Next Financial Meltdown, Pantheon Books.
Johnston, Alastair I.,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pp. 5-56.
――――――, (2003), “Socializat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07-162.
―――――― and Robert S. Ross, (1999),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Psychology Press.
Joxe, Alain (1990), “Geopolitics and Civilizations in the Empire of Disorder”, in Tuomo
Melasuo, ed., National Movements and World Peace, Avebury. (국역: 이론 10
호, 1994)
Kagan, Robert, (2012), “Not Fade Away: Against the Myth of American Decline”, The
New Republic, Brookings, 18 January, 2012.
――――――, (2005), “The Illusion of ‘Managing’China”, The Washington Post, 15
May, 2005.
Kaldor, Mary, (1999), New and Old Wars: Organized Violence in a Global Era, Polity
Press.
Kammen, Michael, ed., (1980), The Past before Us: Contemporary Historical Writing
in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ersity Press.
Kang, David C., (2010),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Columbia University Press.
――――――, (2007), “Why China's Rise will be Peaceful: Hierarchy and Stability
in the East Asian Region”,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3, No. 3, pp.

참고문헌 331

551-554.
――――――, (2003a),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pp. 163-189.
――――――, (2003b),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pp. 57–85.
Kapstein, Ethan B., (2006), “Architects of Stability?”, in C. Borio, G. Toniolo and P.
Clement, eds., Past and Future of Central Bank Coop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5-152.
――――――, (1994), Governing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 and Michael Mastanduno, (1999),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in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27.
―――――― and ――――――, eds., (1999),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Katada, Saori N., (2002), “Japan and Asian Monetary Regionalisation: Cultivating a
New Regional Leadership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Geopolitics, Vol. 7,
No. 1, pp. 85-112.
――――――, Mireya Solis and Barbara Stallings, (2009),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Palgrave Macmillan.
Katzenstein, P. J., (200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Cornell University Press.
――――――, (1997), “Introductio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P.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44.
―――――― and Takashi Shiraishi, eds., (1997),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Kaufman, Stuart J., et als, eds., (2007), The Balance of Power in World History,
Palgrave Macmillan.

33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Kay, Sean, (2013), “America’s Pacific Pivot: A Return to Realism?”, Working Paper
prepared for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Studies.
Kelly, Robert E., (2012), “A ‘Confucian Long Peace’in pre-Western 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3, pp. 407-430.
――――――, (2007), “Security Theory in the “New Regionalis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9, No. 2, pp. 197-229.
Kemp, Tom, (1990), The Climax of Capitalism: The U.S. Economy in the Twentieth
Century, Longman.
Keohane, Robert and Joseph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Little Brown.
Kerry, John F., (2013), “Nomination of John F. Kerry to be Secretary of State: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One
Hundred Thirteenth Congress”,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24 January,
2013.
Khalizad, Zalmay, (1999), “Congage China”, Rand Issue Paper.
Khanna, Parag, (2009), The Second World: How Emerging Powers Are Redefining
Global Competi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andom House Incorporated.
Kim, Samuel S., (2008), “The Evolving Asian System: Three Transformations”, in
Davi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33-58.
――――――, ed., (2004),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Rowman
and Littlefield.
Kindlebeger, Charles,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국역: 박명섭 역, (1998),『대공황의 세계』, 매일경제신
문사)
Kirshner, Jonathan, (2014), US Pow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Cornell University
Press.
――――――, (2009), “After the (Relative) Fall: Dollar Diminution and the
Consequences for American Power”, in Eric Helleiner and Jonathan Kirshner,
ed., The Future of the Dolla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91-215.

참고문헌 333

――――――, (2008a) “The Consequences of China’s Economic Rise for Sino-U.S.
Relations: Rivalry, Political Conflict, and (Not) War”, in Robert Ross and Zhu
Feng, eds.,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238-259.
――――――,

(2008b),

“Dollar

Primacy

and

American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5, No. 3, pp. 418-438.
――――――, (2006), “Currency and Coerc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David M. Andrews, ed., International Monetary Powe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39-161.
――――――, (2003), “The Inescapable Politics of Money”, in Jonathan Kirshner,
ed., Monetary Orders: Ambiguous Economics, Ubiquitous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3-24.
――――――, (1995), Currency and Coerc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d., (2003), Monetary Orders: Ambiguous Economics, Ubiquitous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Klingner, Bruce, (2012), “The Missing Asia Pivot in Obama’s Defense Strategy”,
Memo 3443, Heritage Foundation.
Koe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2002), Power and Governance in a Partially
Globalized World, Psychology Press.
Kolko, Gabriel, (2009), World in Crisis: The End of American Century, Pluto Press.
――――――, (2008), Triumph of Conservatism, Simon and Schuster.
――――――, (2006), The Age of War: the United States Confronts the World,
Lynne Rienner Publishers.
――――――, (1969), The Roo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 Analysis of Power
and Purpose, No. 338, Beacon Press(MA).
Konings, Martijn and Leo Panitch, (2009), “The Politics of Imperial Finance”, in Leo
Panitch and Martijn Kønings, eds., American Empir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Finance, Palgrave, pp. 225-252.
Koopman, R., Z. Wang and S. Wei, (2008), “How Much of Chinese Exports is Really
Made in China? Assessing Domestic Value-Added When Processing Trade is

33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Pervasive”, NBER Working Paper.
Korb, Lawrence J., (2014), “Turning the Asia Pivot into a Real ‘Obama Doctrine’”,
Defense One, 12 June, 2014.
Kotkin, J., (2010), The Next Hundred Million: America in 2050, Penguin Press.
Kotz, David M., (2009),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of 2008: A Systemic
Crisis of Neoliberal Capit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41, No. 3, pp. 305-317.
――――――, (2008), “Contradictions of Economic Growth in the Neoliberal Era:
Accumulation and Crisis in the Contemporary US Econom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40, No. 2, pp. 174-188.
――――――, and Thompson Hall, (2002), “The US Economy in the 1990s: A
Neoliberal

Success

Story”,

Paper

prepared

for

a

panel

on

Empirical

Macroeconomic Issues at the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Convention,
Atlanta, January 2002, pp. 1-17.
Krasner, Stephen D., (1976),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No. 3, pp. 317-347.
Krauthammer, Charles, (2002), “The Unipolar Moment Revisited”, The National
Interest, No. 70, pp. 5-18.
Krippner, Greta R., (2010), Capitalizing on Crisis: the Political Origins of the Rise of
Fin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2005),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merican

Economy”,

Socio-Economic Review, Vol. 3, No. 2, pp. 173-208.
――――――, (2003), “The Fictitious Economy: Financialization, the State, and
Contemporary Capitalism”, Ph. D. Dissertation in Soci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Krugman, Paul, (2014), “Four Observations on Secular Stagnation”, in Coen Teulings and
Richard Baldwin, Secular Stagnation: Facts, Causes, and Cures, CEPR Press, pp.
61-68.
――――――, (2013), “Secular Stagnation, Coalmines, Bubbles, and Larry Summers”,
New York Times, November 16, 2013.

참고문헌 335

(https://krugman.blogs.nytimes.com/2013/11/16/secular-stagnation-coalmines-bubblesand-larry-summers/, 검색일: 2015. 7. 4.)
――――――, (2007), “Will There Be a Dollar Crisis”, Economic Policy, Vol. 22,
No. 51, pp. 436-467.
Kuczynski, P. P. and John Williamson, eds., (2003), After the Washington Consensus:
Restarting Growth and Reform in Latin Americ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Kugler, Jack and Douglas Lemke, eds., (1996),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upchan, Charles A., (2013), “Response to Edward S. Steinfeld's Review of No One's
World: The West, the Rising Rest, and the Coming Global Turn”,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1, No. 3, pp. 891-892.
―――――― (2002a), “Hollow Hegemony or Stable Multipolarity?”,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Cornell University Press, pp. 68-97.
――――――, (2002b), The End of the American Era: US Foreign Policy and the
Geopolitics of the Twenty-first Century, Random House.
LaFranchi, Howard, (2013), “US ‘pivot to Asia’: Is John Kerry Retooling It?”,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 February, 2013.
Lal, Deepak, (2004), In Praise of Empires: Globalization and Order, Palgrave
Macmillan.
Lampton, David M., (2013), “Panel IV: The U.S. “Rebalance” to Asia”, in Hearing:
China’s New Leadership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 Statement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7 February,
2013.
――――――, (2005), “China’s Rise in Asia Need Not Be at America’s Expense”,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06-328.
Langley P., (2008), The Everyday Life of Global Fi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2006), “Securitising Suburbia: the Transformation of Anglo-American
Mortgage Finance”, Competition & Change, Vol. 10, No. 3, pp. 283-299.

33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Latham, Michael E., (2000), Modernization as Ideology: American Social Science and
'Nation Building' in the Kennedy Er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Latham, Robert, (1997), The Liberal Moment: Modernity, Security, and the Making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Layne, Christopher, (2012),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6, No. 1, pp. 203-213.
――――――, (2011), “The Unipolar Exit: Beyond the Pax American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4, No. 2, pp. 149-164.
――――――, (2009), “The Waning of US Hegemony-Myth or Reality?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pp. 147-172.
――――――, (2008), “China’s Challenge to U.S. Hegemony”, Current History, Vol.
107, No. 705, pp. 13-18.
――――――, (2006a), The Peace of Illusions: American Grand Strategy from 1940
to the Present, Cornell University Press.
――――――, (2006b), “The Unipolar Illusion Revisited: The Coming End of the
United States’ Unipolar Mo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2, pp.
7-41.
――――――, (1997), “From Preponderance to Offshore Balancing: America’s Future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1, pp. 86-124.
――――――, (1993),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lobal Power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pp. 5-51.
Lazonick, William, and Mary O'sullivan, (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and Society, Vol. 29, No.
1, pp. 13-35.
Le Mière, Christian, (2013), “Rebalancing the Burden in East Asia”,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55, No. 2, pp. 31-41.
――――――, (2012), “America’s Pivot to East Asia: The Naval Dimension”,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54, No. 3, pp. 81-94.
Lee, Heajeong, (2000), The Making of American Hegemony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Korean War,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참고문헌 337

University.
Lemke, Douglas, (2004),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Martin M., (2010), “Locating Asia Pacific: The Politics and Practice of Global
Division”, in Terence Wesley-Smith and Jon Gross, eds., Remaking Area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across Asia and the Pacific,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41-67.
Li, Minqi, (2009), “An Introduction to China and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n
The Rise of China and the Demise of Capitalist World Economy, Monthly
Review Press, pp. 1-24.
――――――, (2009), The Rise of China and the Demise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Monthly Review Press.
――――――, (2007), “US, China, and the Unraveling of Global Imbalances”, The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 146.
――――――, Feng Xiao, and Andong Zhu, (2007), “Long Waves, Institutional
Changes, and Historical Trends: A Study of the Long-term Movement of the
Profit Rate 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13, No. 1, pp. 33-54.
Lieber, Keir A. and Gerard Alexander, (2005), “Waiting for Balancing: Why the
World is not Pushing Back”,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pp.
109-139.
Lieberthal, Kenneth, (2013), “Bringing Beijing Back In”, in Martin Indyk, et als., eds.,
Big Bets and Black Swans: A Presidential Briefing Book, Brookings Institution,
pp. 5-8.
――――――, (2011), “The American Pivot to Asia: Why President Obama's Turn to
the East is Easier Said than Done”, Foreign Policy, 21 December, 2011.
(http://foreignpolicy.com/2011/12/21/the-american-pivot-to-asia)
―――――― and Jonathan Pollack, (2012), “Establishing Credibility and Trust: The
Next President Must Manage America’s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n
Benjamin Wittes, ed., Campaign 2012: Twelve Independent Ideas for Improving
American Public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116-125.

33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Lilley and Hunt, (1988), “On the Social History, the State, and Foreign Relations:
Commentary on the Cosmopolitan Connection”, Diplomatic History, Vol. 11,
No. 3, pp. 243-250.
Lincoln, Edward J., (2008), “The Asian Regional Economy”, in Daiv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277-299.
Lindsay, James M. and Michael E. O’Hanlon, (2001), Defending America: The Case
for Limited National Missile Defens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ipsey, Phillip Y., (2003), “Japan's Asian Monetary Fund Proposal”, Stanford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3, No. 1, pp. 93-104.
Livingston, James, (1986), Origin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oney, Class, and
Corporate Capitalism, 1890-1913, Cornell University Press.
Logan, Justin, (2013), “China, America, and the Pivot to Asia”,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No. 717, pp. 1-28.
Lund, Susan, James Manyika, Scott Nyquist, Lenny Mendonca, and Sreenivas
Ramaswamy, (2013), Game Changers: Five Opportunities for US Growth and
Renewal, McKinsey Global Institute.
Lunstead, Geire, (1999), ““Empire by Invitation” in the American Century”, in Michael
J. Hogan, ed., The Ambiguous Legacy: U.S. Foreign Relations in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2-91.
Mahbubani, Kishore, (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PublicAffairs.
Maier, Charles S., (1987), In Search of Stability: Explorations in Historical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0), “Marking Time: The Histori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Michael Kammen, ed., The Past Before Us: Contemporary Historical Writing
in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355-387.
Mandelbaum, Michael, (2011), “America’s Coming Retrenchment: How Budget Cuts
Will Limit the United States’ Global Role”, Foreign Affairs, 9 August, 201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1-08-09/americas-coming-retrenchment)

참고문헌 339

――――――, (2010), The Frugal Superpower: America's Global Leadership in a
Cash-strapped Era, PublicAffairs.
Manyin, Mark E., Stepehn Dagget, Ben Dolven, Susan V. Lawrence, Michael F.
Martin, Ronald O’Rourke and Bruce Vaughn, (2011),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nzo, Kate, (1999), “The ‘New’ Developmentalism: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in David Slater and Peter J. Taylor, eds., The
American Century: Consensus and Coercion in the Projection of American
Power, Blackwell, pp. 98-114.
Marks, Sally, (1987), “The World According to Washington”, Diplomatic History, Vol.
11, No. 3, pp. 265-282.
Martel, Gordon, ed., (1994), American Foreign Relations Reconsidered, 1890-1993,
Routledge.
Martel, William C., (2014), Grand Strategy in Theory and Practice: The Need for an
Effective American Foreign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tin,

Lisa

L.,

(1992),

“Interests,

Power,

and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4, pp. 765-792.
Mastanduno, Michael,

(2002), “Incomplete Hegemony and Security Order in the

Asia-Pacific”, in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ed,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81-212.
――――――, (1999), “Preserving the Unipolar Moment”, in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 eds., Unipolar Politics: Realism and State Strategies After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38-181.
――――――, (1997), “Preserving the Unipolar Moment: Realist Theories and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4, pp.
49-88.
Mattias Vermeire, (2014), Power and Imbalances in the Global Monetary System: A
Comparative Capitalism Perspective, Palgrave.
McCormick, James M., (2013), American Foreign Policy and Process, Nelson
Education.

34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McCormick, Thomas J., (2004), “World Systems”, in Michael J. Hogan and Thomas
G.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pp. 149-161.
――――――, (1995), America’s Half-centur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the
Cold War and After,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1982), “Drift or Mastery?: A Corporatist Synthesis for American
Diplomatic History”,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 10, No. 4, pp. 318-330.
McDevitt, Michael A., (2004), “The China Factor in US Defense Planning”, in
Jonathan Pollack, et als., ed., Strategic Surprise, Naval War College Press.
McDougall, Walter A., (1997a), “Back to Bedrock: The Eight Traditions of American
Statecraft”, Foreign Affairs, Vol. 76, No. 2, pp. 134-146.
――――――, (1997b), Promised Land, Crusader State: The American Encounter
with the World Since 1776, Houghton Mifflin.
McEvoy-Levy, Siobhan, (2001), American Exceptionalism and US Foreign Policy:
Public Diplomacy at the End of the Cold War, Springer.
McKinnon, Ronald I., (2009), “U.S. Current Account Deficits and the Dollar Standard’s
Sustainability”, in Eric Helleiner and Jonathan Kirshner, eds., The Future of the
Dollar, Cornell University Press, pp. 45-68.
――――――, (2007), “Why China Should Keep Its Dollar Peg”, International
Finance, Vol. 10, No. 1, pp. 43-70.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 Sage Publications.
――――――, (2000), “World-systems Analysis, Globalization, and Incorporated
Comparis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6, No. 3, pp. 668-689.
Mead, Walter Russell, (2005), Power, Terror, Peace, and War: America’s Grand
Strategy in a World at Risk,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 (2004), Special Providenc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How It
Changed the World, 2nd ed., Routledge.
Mearsheimer, John J., (2014),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National Interest, 25
October,

2014.

참고문헌 341

(http://nationalinterest.org/commentary/can-china-rise-peacefully-10204)
――――――,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Philadelphia, Vol.
105, No. 690, pp. 160-162.
――――――, (2005), “Better to be Godzilla than Bambi”, Foreign Policy, No. 146,
pp. 47-48.
――――――,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1993),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3, pp. 5-49.
――――――, (1990),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The Atlantic
Monthly,

August

1990.

(https://www.theatlantic.com/past/docs/politics/foreign/mearsh.htm)
―――――― and Stephen Walt, (2003), “An Unnecessary War”, Foreign Policy, No.
134, pp. 50-59.
Meideiros, Evans S., (2005),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9, No. 1, pp. 145-167.
Meier, Gerald M., (1974), Problems of a World Monetary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Melasuo, Tuomo, ed., (1990), National Movements and World Peace, Avebury.
Meltzer, Joshua, (2012), “Continue Progress on a Key Trade Relationship”, Brookings
Institution.
Michie, Ranald C., (2006), “A Worldwide Revolution: Securities Markets from 1990”,
in The Global Securities Market: A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7-332.
――――――, (2006), The Global Securities Market: A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Micklethwait, John and Adrian Wooldridge, (2003), The Company: A Short History of
a Revolutionary Idea, Random House.
Mishkin, Frederic S., (2004),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Addison Wesley.
Le Mière, Christian, (2013), “Rebalancing the Burden in East Asia”, Survival: Global

34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Politics and Strategy, Vol. 55, No. 2, pp. 31-41.
Miler, John H., (2008), Modern East Asia: An Introductory History, M. E. Sharpe.
Miller, Scott and Matthew P. Goodman, (2015), “Conclud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n Michael J. Green and Nicholas Szechenyi, eds., “Pivot 2.0”:
How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an Work Together to Sustain American
Engagement in Asia to 2016,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p.
1-2.
Mills, D. Quinn and Peter Navarro, (2016), “Trump’s Return to Reagan,” The National
Interests, October 11, 2016.
Minikin, Robert and Kelvin Lau, (2013), The Offshore Renminbi: the Rise of the
Chinese Currency and Its Global Future, John Wiley & Sons.
Mittelman, James H., (1999), “Rethinking the ‘New Regionalism’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Björn Hettne, András Inotai, and Osvaldo Sunkel, eds.,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Palgrave Macmillan, pp. 25-53.
Mochizuki, Mike M., (2005), “China-Japan Relations: Downward Spiral or a New
Equilibrium?”,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5-150.
Modelski, George, (2001), “Evolutionary World Politics: Problems of Scope and
Method”, in William R. Thompson, 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Routledge, pp. 16-29.
――――――,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0, No. 2, pp. 214-235.
―――――― and William R. Thompson, (1996),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and ――――――, (1988),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Macmillan Press.
Molho, Anthony, and Gordon S. Wood, eds., (1998), Imagined Histories: American
Historians Interpret the P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Monteiro, Nuno P., (2013), Theory of Unipolar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343

――――――,

(2011),

“Unrest

Assured:

Why

Unipolarity

is

not

Peaceful”,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3, pp. 9-40.
Morrison, Wayne M., (2007), China’s Currency: An Analysis of the Economic Issues,
DIANE Publishing.
―――――― and Marc Labonte, (2013), “China's Currency Policy: An Analysis of
the Economic Issues”, Current Politics and Economics of Northern and Western
Asia, Vol. 22, No. 4, pp. 507-567.
―――――― and ――――――, (2011), “China's Currency: An Analysis of the
Economic Issues”, Current Politics and Economics of Northern and Western
Asia, Vol. 20, No. 3, pp. 463-506.
Moss, Trefor, (2013), “America’s Pivot to Asia: A Report Card”, The Diplomat, 5
May, 2013. (https://thediplomat.com/2013/05/americas-pivot-to-asia-a-report-card/)
Murphy, Taggart R., (2006), “East Asia’s Dollar”, New Left Review, 40, pp. 39-64.
National Export Initiative, (2010),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National Export
Initiative: The Export Promotion Cabinet’s Plan for Doubling US Exports in
Five Years”, Washington, D.C., September 2010.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US),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2012),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d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avarro, Peter, (2016),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s, March 31, 2016.
Nitze, Paul H., (1990), “America: An Honest Broker”, Foreign Affairs, Vol. 69, No. 4,
pp. 1-14.
Noble, Gregory W. and John Ravenhill, eds., (2000),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Architecture of Global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e Jr., Joseph S., (2015),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3), “Our Pacific Predicament”, The American Interest, Vol. 8, No.
4, pp. 32-40.

34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2011), “American and Chinese Pow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3, No. 4, pp. 143-153.
――――――, (2011), “Obama’s Pacific Pivot”, Project Syndicate, 6 December, 2011.
――――――, (2011), “US-China Relationship: A Shift in Perceptions of Power”, Los
Angeles Times, 6 April, 2011.
――――――, (2011), “The Misleading Metaphor of Decline”, Wall Street Journal,
14 February, 2011.
――――――, (2010), “American and Chinese Pow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3, No. 4, pp. 143–153.
――――――, (2010), “China’s Century is Not Yet Upon Us”, Financial Times, May
18, 2010.
――――――,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Oxford University Press.
――――――, (2001), ““The Nye Report”: Six Years Late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 No. 1, pp. 95-103.
――――――, (1995),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pp. 90-102.
――――――, (1990),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O’Brien, Patrick, and Armand Cleese, (2002), Two Hegemonies: Britain 1846-1914 and
the United States 1941-2001, Routledge.
O’Hanlon, Michael, (2013), “Right-Sizing Defense Budget Cuts”, in Martin Indyk, et
als., eds., Big Bets and Black Swans: A Presidential Briefing Book, Brookings
Institution, pp. 45-49.
O’Hara, Phillip Anthony, ed., (1999),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Routledge.
Obstfeld, Maurice and Kenneth S. Rogoff, (2005),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Exchange Rate Adjustmen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005, No. 1, pp. 67-123.
―――――― and ――――――, (2001), “Perspectives on OECD Economic
Integration: Implications for US Current Account Adjustment”, in Global

참고문헌 345

Economic Integr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Symposium, pp. 169-208.
Odell, John S., (1982), U.S.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Markets, Power, and Ideas
as Sources of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Odom, William E., and Robert Dujarric, (2004), America's Inadvertent Empire, Yale
University Press.
Ohashi, Hideo, (2005), “China’s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Profile”,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71-95.
Organski, A. F. K. and Jack Kugler, (1980), The War Ledg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hangazi, Özgür, (2008), Financialization and the US Economy, Edward Elgar.
Overbeek, Henk and Bastiaan van Apeldoorn, eds., (2012), Neoliberalism in Crisis,
Palgrave Macmillan.
――――――, ed., (1993), Restructuring Hegemony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Routledge.
Owen, John M., (2001), “Transnational Liberalism and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pp. 117-152.
Paal, Douglas, (2015), “China’s Counterbalance to the American Rebalance”, Strategic
Review, 1 November, 2015,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2013),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2: Domestic Politics Takes
Charge”, Asian Survey, Vol. 53, No. 1, pp. 12–21.
――――――, (2012),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1: Obama Determined to
Bring American “Back” to Asia”, Asian Survey, Vol. 52, No. 1, pp. 6–14.
Packenham, Robert A., (1973), Liberal America and the Third World: Political
Development Ideas in Foreign Aid and Social Sci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lat, Ravi A, (1993), “The Making and Unmaking of Pacific-Asia”, in Pacific-Asia
and the Future of the World-System, Greenwood Press, pp. 3-20.
――――――, ed., (1993), Pacific-Asia and the Future of the World-System,

34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Greenwood Press.
Panitch, Leo, (2010), “Giovanni Arrighi in Beijing: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Historical Materialism, Vol. 18, No. 1, pp. 74-87.
―――――― and Martijn Kønings, eds., (2008), American Empir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Finance, Palgrave Macmillan.
―――――― and Sam Gindin, (2012), The Making of Global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Empire, Verso.
―――――― and ――――――, (2005), “Finance and American Empire”, in Leo
Panitch and Colin Leys, eds., The Empire Reloaded: Socialist Register 2005,
Monthly Review Press.
―――――― and ――――――, (2003), “Global Capitalism and American
Empire”, in Socialist Register 2004: The New Imperial Challenge, Monthly
Review Press.
Pape, Robert A., (2005),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pp. 7-45.
Parenteau, Robert W., (2005), “The Late 1990’s US Bubble: Financialization in the
Extreme”, in Gerald A. Epstein, e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p. 111-148.
Paul, T. V., (2004a),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pp. 46-71.
――――――, (2004b),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ory and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in T. 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28.
――――――,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2004), Balance of Powe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Pempel, T. J., (2010), “Soft Balancing, Hedging, and Institutional Darwinism: The
Economic-Security Nexus and East Asian Regionalism”,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0, No. 2, pp. 209-238.
――――――, (2008), “How Bush Bungled Asia: Militarism, Economic Indifference

참고문헌 347

and Unilateralism Have Weakened the United States across Asia”, The Pacific
Review, Vol. 21, No. 5, pp. 547-581.
――――――, (2005),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1999), “Conclusion”, in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224-238.
――――――, (1999), “Regional Ups, Regional Downs”, in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62-78.
――――――,

(1997),

“Transpacific

Tori:

Japan

and

the

Emerging

Asian

Regionalism”, in P.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47-82.
――――――, ed, (1999),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Cornell
University Press.
Persaud, Avinash, (2004), “When Currency Empires Fall”, Gresham Lectures, 7
October, 2004.
Petri, Peter A.,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2013),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Asia-Pacific Integration: A Quantative Assessment,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ccone, Ted, Steven Pifer and Thomas Wright, (2014), Big Bets and Black Swans
2014: A Presidential Briefing Book, Brookings Institution Press.
Van der Pijl, K., (2006), Global Rivalries from the Cold War to Iraq, Pluto Press.
――――――, (1998), Transnational Class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 (1984), The Making of an Atlantic Ruling Class, Verso.
Polanyi, Karl,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 of
Our Time, Beacon Press.
Pollack, Jonathan, (2005), “The Transformation of the Asian Security Order: Assessing
China’s Impact”,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29-346.
―――――― and Jeffrey A. Bader, (2014), “Return to the Asia Rebalance”, in Ted

34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Piccone, et als, eds., Big Bets and Black Swans: A Presidential Briefing Book,
Brookings Institution, pp. 31-34.
――――――, et als., (2003), Strategic Surprise?: US-China Relation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Naval War College Press.
Pomeranz, K., (2000), The Great Diverg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osen, Adam S., (2009), “National Security Risks from Accumulation of Foreign
Debt”, in Fred C. Bergsten, ed., The Long-term Internatinal Economic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65-72.
――――――, (2005), The Euro At Five: Ready For a Global Role?, Peterson
Institute.
Posen, Barry R., (2014),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Cornell
University Press.
――――――, (2013), “Pull back: The Case for a Less Activis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92, No. 1, pp. 116–128.
――――――, (2007), “After Bush: The Case for Restraint”, The American Interest,
Vol. 3, No. 2, pp. 6-32.
Pradella, Lucia, (2010), “Beijing Between Smith and Marx”, Historical Materialism,
Vol. 18, No. 1, pp. 88-109.
Prestowitz, Clyde V., (2006), Three Billion New Capitalists: The Great Shift of Wealth
and Power to the East, Basic Books.
――――――, (2003), Rogue Nation: American Unilateralism and the Failure of
Good Intentions, Basic Books.
Quiliconi, Cintia and Carol Wise, (2009), “The US as a Bilateral Player: The Impetus
for Asymmetric Free Trade Agreements”, in Mireya Solis, Babara Stallings and
Saori N. Katada, eds.,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Palgrave, pp. 97-117.
―――――― and ――――――, (2008), “The US as a Bilateral Player: The
Impetus for Asymmetric Free Trade Agreements (FTAs)”, GIARI Working
Paper, Vol. 2008-E-7.
Quinlan, Joseph P., (2011), The Last Economic Superpower: The Retreat of

참고문헌 349

Globalization, the End of American Dominance, and What We Can Do About
It, McGraw Hill Professional.
Rachman, Gideon, (2013), “The Year the US Pivoted Back to the Middle East”,
Financial Times, 23 December, 2013.
Reifer, Thomas and Jamie Sudler, (1996), “The Interstate System”, in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et al.,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 System, 1945-2025, Zed Books, pp. 13-37.
Rice, Condoleeza, (2000), “Campaign 2000: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0 Issue.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00-01-01/campaign-2000-promoting-nation
al-interest)
Richardson, J. David and Asha Sundaram, (2013), “Sizing Up US Export Disincentives
for a New Generation of National-Security Export Controls”, Policy Brief, No.
13-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ist, Gilbert, (2014),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Zed Books.
Rix, Alan, (1993), “Japan and the Region: Leading from Behind”, in Richard A.
Higgott, Richard Leaver,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Cooperation or Conflict?, Lynne Rienner Publishersm, pp. 62-82.
Rodgers, Daniele T., (1998), “Exceptionalism”, in Anthony Molho and Gordon S.
Wood, eds., Imagined Histories: American Historians Interpret the P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1-40.
Rodrik, Dani, (2002), “After Neo-Liberalism, What?”, Paper presented at the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Conference sponsored by the New Rules for
Global Finance Coalition, May 23-24 and at the BNDES seminar on New Paths
to Development, 12-13 September, 2002.
Rosenberg, Emily, (1994), “Economic Interest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Gordon Martel, ed., American Foreign Relations Reconsidered, 1890-1993,
Routledge, pp. 37-51.
――――――, (1982), Spreading American Dream: American Economic and Cultural

35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Expansion, 1890-1945, Hill and Wang.
Rosenberg, Henry, (2003),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45, Palgrave.
Roskin, Michael G. and Nicholas O. Berry, (1997), The New Wor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 Prentice Hall.
Ross, Robert S., (2013), “US Grand Strategy, the Rise of China, and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East Asia”,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7, No. 2, pp.
20–40.
――――――, (2012), “The Problem with the Pivot”, Foreign Affairs, Vol. 91, No.
6, pp. 70-82.
――――――, (2004), “Bipolarity and Balancing in East Asia”, in T. 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67――――――, (1997),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Vol. 76,
No. 2, pp. 33-44.
―――――― and Zhu Feng, (2008), “The Rise of China: Theoretical and Policy
Perspective”,

in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293-316.
―――――― and ――――――, eds., (2008),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Roubini, Nouriel and Stephen Mihm, (2010),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The Penguin Press.
―――――― and Brad Setser, (2005), “Will the Bretton Woods 2 Regime Unravel
Soon?: The Risk of a Hard Landing in 2005-2006”, Unpublished Manuscript.
―――――― and ――――――, (2004), “The US as a Net Debtor: the
Sustainability of the US External Imbalances”, Unpublished Manuscript.
――――――, et als., (2009), “Prologue: A Bird’s-eye View -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9: Causes and Remedies”, in Viral V. Acharya and Matthew P.
Richardson, eds., Restoring Financial Stability: How to Repair a Failed System,
Wiley, pp. 1-56.
Rupert, Mark, (1995), Producing Hegemony: The Politics of Mass Production and

참고문헌 351

American Global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3), “Alienation, Capitalism and the Inter-State System: Toward a
Marxian/Gramscian Critique”, in Stephen R. Gill, ed.,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7-92.
De Santis, Hugh, (2012), “The China Threat and the “Pivot” to Asia”, Current
History, Vol. 111, No. 746, pp. 209-215.
Saunders, Phillip C., (2008), “China’s Role in Asia”, in Daiv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127-149.
Schott, Jeffrey J., (2004), “Assessing US FTA Policy.” in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PIIE.
――――――, (2004), “Free Trade Agreements: Boon or Bane of the World Trading
System”, in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PIIE.
――――――, Barbara Kotschwar and Julia Muir, (2013), Understan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99,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ed., (2013),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Lee Minsoo and Julia Muir, (2012), “Prospects for Services Trade
Negotiations”, Working Paper, No. 12-1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chwartz H., (2009), Subprime N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2008),

“Housing,

Global

Finance

and

American

Hegemony”,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Vol. 6, No. 3, pp. 262-284.
Schwartz, General Norton A. and Jonathan W. Greenert, (2012), “Air-sea Battle:
Promoting Stability in an Era of Uncertainty”, The American Interest, 20
February, 2012.
Scott, David, (2008), “The 21st Century as Whose Century?”, Journal of World System
Research, Vol. 13, No. 2, pp. 96–118.
Seabrooke, Leonard, (2001), US Power in International Finance: The Victory of

35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Dividends, Palgrave Basingstoke.
Selden, Mark, (2012), “Economic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mporary East
Asia”, in Anthony P. D’Costa, ed., Globalization and Economic Nationalism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pp. 33-59.
――――――, (2009), “East Asian Regionalism and its Enemies in Three Epochs:
Political Economy and Geopolitics, 16th to 21st Centurie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7, No. 9, pp. 1-32.
Serfati, Claude, (2003), “La guerre sans limites à l’ère de la mondilisation du capital”,
http://www.franceattac.org, 15 Jan, 2003.
Shambaugh, David, (2014),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 (2013), “Assessing the US ‘Pivot’to Asia”,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7, No. 2, pp. 10–19.
――――――, (2005), “Return to the Middle Kingdom? China and Asia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in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3-47.
――――――, (2004),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pp. 64-99.
―――――― and Michael Yahuda, (2008),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 ed., (2013),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owman &
Littlefield.
――――――, ed., (2005),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heng, Andrew, (2009), From Asian to Global Financial Crisis: An Asian Regulator’s
View of Unfettered Finance in the 1990s and 2000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irk, Susan L., (2007), China: Fragile Super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Silver, Beverly J. and Eric Slater, (1999), “The Social Origins of World Hegemonies”,
in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et al., Chaos and Governance in

참고문헌 353

the Modern World System, Vol. 1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51-216.
Simon, Sheldon, (2008), “ASEAN and the New Regional Multilateralism: The Long
and Bumpy Road to Community”, in Daiv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195-214.
Skidelsky, Robert, (2010), Keynes: The Return of the Master, Penguin Press.
Slater, David and Peter Taylor J., eds., (1999), The American Century: Consensus and
Coercion in the Projection of American Power, Blackwell.
Snow, Donald M. and Eugene Brown, (1997), Beyond the Water’s Edge, St. Martin’s
Press.
So, Alvin Y., (1990),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Modernization, Dependency,
and World-System Theories, Sage.
―――――― and Stephen W. K. Chiu, (1995), 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Sage.
Solis, Mireya, (2011), “Global Economic Crisis: Boon or Bust for East Asia Trade
Integration?”, The Pacific Review, Vol. 24, No. 3, pp. 311–336.
―――――― and Justin Vaïsse, (2013), “Free Trade Game Changer”, in Martin
Indyk, et als., eds., Big Bets and Black Swans: A Presidential Briefing Book,
Brookings Institution.
―――――― and Saori N. Katada, (2009), “Explaining FTA Proliferation: A Policy
Diffusion Framework”, in Mireya Solis, Babara Stallings and Saori N. Katada,
eds., Competitive Regionalism, Palgrave, pp. 1-24.
――――――, Babara Stallings and Saori N. Katada, eds., (2009),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Palgrave.
Spiro, D., (1999), The Hidden Hand of American Hegemony, Cornell University Press.
Stallings, Barbara and Saori N. Katada, (2009), “FTAs in a Competitive World”, in
Mireya Solis, Babara Stallings and Saori N. Katada, eds.,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Palgrave, pp. 236-251.
Steinberg, James, and Michael E. OHanlon, (2015),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iglitz, J., (1998), More Instruments and Broader Goals: Moving toward the

354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Post-Washington

Consensus,

WIDER

Annual

Lectures,

United

Nations

University.
Stokes, Doug, (2014), “Achilles’ Deal: Dollar Decline and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1, No. 5, pp.

1071-1094.
Strange, Susan,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0), “Finance, Information, and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6, No. 3, pp. 259-274.
――――――, (1988), States and Markets, Pinter.
――――――, (1987),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4, pp. 551-574.
Stremlau, John, (1994), “Clinton’s Dollar Diplomacy”, Foreign Policy, No. 97, pp.
18-35.
Stubbs, Richard, (2005), Rethinking Asia’s Economic Miracle: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Prosperity, and Crisis, Palgrave Macmillan.
Sturzenegger,

Federico

A.,

(1994),

“Hyperinflation

with

Currency

Substitution:

Introducing an Indexed Currenc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6, No. 3, pp. 377-395.
Subramanian, Arvind, (2008), “A Master Plan for China to Bail Out America”,
Financial Times, 7 October, 2008.
Sugihara, Kaoru, (2003), “The East Asian Path of Economic Development: a
Long-term Perspective”, in Arrighi Giovann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Routledge, pp. 78-123.
Summers, Lawrence H., (2016), “The Age of Secular Stagnation: What It is and What
to Do about It”, Foreign Affairs, Vol. 95, No. 2, pp. 2-9.
Sutter, Robert G., (2013), U.S.-Chinese Relations: Perilous Past, Pragmatic Present,
Rowman & Littlefield.
――――――, (2008), “The United States in Asia: Challenged but Durable

참고문헌 355

Leadership”, in Davi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p. 85-103.
――――――, Michael E. Brown, Timothy J. A. Adamson, Mike M. Mochizuki and
Deepa Ollapally, (2013),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si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Swaine, Michael D., (2012), “Chinese Leadership and Elite Responses to U.S. Pacific
Pivot”,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38,

No.

5.

(http://s3.documentcloud.org/documents/422045/chinese-leadership-and-elite-responses-to
-the-u.pdf)
――――――, (2005), “China’s Regional Military Posture”,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66-288.
―――――― and Ashley J. Tellis, (2000),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Rand Corporation.
Schweller, Randall L., (1999),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s: History and
Theory”, in Alastair I. Johnston and Robert S. Ros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Psychology Press, pp. 1-31.
Syllar, Richard, (1988), “The Autonomy of Monetary Authorities”, in Gianni Toniolo,
ed., Central Banks’ Independence in Historical Perspective, Walter de Gruyter,
pp. 17-38.
Takashi, Terada, (2015), “Japan and the TPP Conclusion: Regional Order, Negotiations,
and Domestic Adjustment”, The Asan Forum, 23 October, 2015.
Tammen, Roland L., et als., (2000),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Chatham House Publishers.
――――――,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 (2011), Power Transition Theory,
Trans Research Consortium Working Paper.
Taylor, Peter J., (2002), “The ‘American Century’ as Hegemonic Cycle”, in Patrick
Karl O’Brien and Armand Clesse, eds., Two Hegemonies: Britain 1846-1914
and the United States 1941-2001, Routledge.
――――――, (1999), “Locating the American Century: A World-systems Analysis”,

35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in David Slater and Peter J. Taylor, eds., The American Century: Consensus
and Coercion in the Projection of American Power, Blackwell.
――――――, (1996), The Way the Modern World Works: World Hegemony to
World Impasse, John Wiley & Sons.
Tellis, Ashley J., (2014),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An American Strategy for
Managing China, Carnegie Endowment.
――――――, (2013), “U.S.-China Relations in a Realist World”,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owman &
Littlefield, pp. 75-100.
Tamamoto, Masaru, (2003), “Ambiguous Japan: Japanese National Identity at Century's
End”,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91-212.
Teulings, Coen, and Richard Baldwin, (2004), Secular Stagnation: Facts, Causes, and
Cures, a new Vox eBook, Vol. 15, Voxeu.
Thompson, Helen, (2009), “The Political Origins of the Financial Crisis”,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0, No. 1, pp. 17–24.
――――――, (2007), “Debt and Power: The United States' Debt in Histor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1, No. 3, pp. 305-323.
Thompson, William R., (2001), “Introduction: Evolving Toward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Routledge,
pp. 1-15.
――――――, (2000), The Emergence of Global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1988), On Global War: Historical-Structural Approaches to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ed., (2001),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Routledge.
――――――, ed., (1983), Contending Approach to World System Analysis, Sage.
Thygesen, Niels, et al., (1991), Business Cycles: Theories, Evidence and Analysis, New
York University Press.
Trang, Le Thuy, (2013), “The Continued Need For American “Pivot to Asia””, East

참고문헌 357

Sea (South China Sea) Studies, 27 June, 2013.
van Treeck, Till, (2009), “Chapter I: Introduction”, in The Macroeconomics of
‘financialis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Doktors

der

Wirtschaftswissenschaften genehmigte Dissertation, Carl v. Ossietzky Universität
Oldenburg.
(http://oops.uni-oldenburg.de/850/1/tremac09.pdf)
――――――, (2009), “The Moeconomics of “Fnancialisation” and the Deper Oigins
of

the

Wrld

Eonomic

Crisis”,

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forschung, Hans Böckler Stiftung, Working Paper.
――――――, (2008), “The Political Economy Debate on ‘Financialisation’ - a
Macroeconomic

Perspective”,

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forschung, No. 01/2008, 2008.
Trichur, Ganesh K., (2009), “East Asian Regional Dynam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System”, in The Rise of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System, Paradigm Publishers, pp. 3-24.
――――――, ed., (2009), The Rise of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System, Paradigm Publishers.
Twining, Daniel, (2007), “America’s Grand Design in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3, pp. 79-94.
Twomey, Christopher, P., (2013), “The Military-Security Relationship”,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owman &
Littlefield, pp. 235-262.
Tyrrell, Ian, (2007), Transnational Nation: United States History in Global Perspective
Since 1789, Palgrave.
――――――, (1991), “American Exceptionalism in an Age of International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6, No. 4, pp. 1031-1055.
Vasudevan, Ramaa, (2009), “The Credit Crisis: Is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Dollar
at Stake?”, Monthly Review, Vol. 60, No. 11, pp. 24-35.
Vatter, Harold G., (1985), The U.S. Economy in World War II, Columbia University
Press.

358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Väyrynen, Raimo., (2003), “Regionalism: Old and New”,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5, No. 1, pp. 25-51.
Vermeire, Mattias, (2014), Power and Imbalances in the Global Monetary System: A
Comparative Capitalism Perspective, Palgrave.
Viotti, Paul R., (2010),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y Press.
Vogel, Ezra, (1979), 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n, iUniverse.
Wade, Robert, (2005), “Bringing the Economics Back In”, Security Dialogues, Vol. 35,
No. 2, pp. 243-249.
――――――, (2004), “Is Globalization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World
Development, Vol. 32, No. 4, pp. 567-589.
――――――, (2003), “The Invisible Hand of the American Empire”,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7, No. 2, pp. 77-88.
――――――, (1996), “Japan, the World Bank, and the Art of Paradigm
Maintenance: The East Asian Miracle in Political Perspective”, New Left Review
I, 217, pp. 3-36.
―――――― and Frank Veneroso, (1998),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ersu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New Left Review, 228, pp. 3-22.
Walker, Richard, (2010), “Karl Marx Between Two Models: The Antinomies of
Giovanni Arrighi’s Adam Smith in Beijing”, Historical Materialism, Vol. 18,
No. 1, pp. 52-73.
Wallerstein, Immanuel, (2011), “Structural Crisis in the World-System Where Do We
Go from Here?”, Monthly Review, Vol. 62, No. 10, pp. 31-39.
――――――, (2010), “STRUCTURAL CRISES”, New Left Review, 62, pp. 133-142.
――――――, (2009), “Remaking America: The Ambiguities of Obama”, February 1,
2009, Commentaries. (http://fbc.binghamton.edu/250en.htm)
――――――, (2003),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The US in a Chaotic World,
New Press.
――――――, (2000), “Long Waves as Capitalist Precess”, in The Essential
Wallerstein, New Press.
――――――, (2000), The Essential Wallerstein, New Press.

참고문헌 359

――――――, (1999a),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in
Timothy Brook and Gregory Blue, eds., China and Historical Capitalism:
Genealogies of Sinological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0-56.
――――――, (1999b),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Social Scie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999c), “Frank Proves the European Miracle”, Review, Vol. 22, No.
3, pp. 355-371.
――――――, (1998), Utopistics, or Historical Choic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 (1997), “The Rise of East Asia, or the World-System in the
Twenty-first Century”, Keynote Address at the Symposium on ‘Perspective of
the Capitalist World-System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 (1996), “History in Search of Science”, Review, Vol. 19, No. 1, pp.
11-22.
――――――, (1996), “The Global Picture, 1945-90”, in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et al.,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
System, 1945-2025, Zed Books, pp. 209-225.
――――――, (1996), “The Global Possibilities, 1990-2025”, in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et al.,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 System, 1945-2025, Zed Books, pp. 226-243.
――――――, (1996), Open the Social Science, Standford University Press.
――――――, (1995), After Liberalism, The New Press.
――――――, (1991), Unthinking Social Science: The limits of Nineteenth-century
Paradigms, Polity.
――――――, (1984), “The Three Instances of the Hegemony in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46.
――――――, (1984),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60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1983), Historical Capitalism, Verso.
――――――, (1982), “Cyclinical Rhythms and Secular Trends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Some Premises, Hypotheses, and Questions”, in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World-Systems Analysis: Theory and
Methodology, Sage.
―――――― and Jae-jung Suh, (2009), "Capitalism's demise", The Asia-Pacific
Journal, Vol. 7, No. 2, pp. 1-11.
―――――― and Terence Hopkins, eds., (1996), The Age of Transitions: Trajectory
of the World-System, 1945-2025, ZedBooks.
Walt, Stephen M., (2011), “The End of the U.S. Era”, The National Interest, No. 116,
pp. 6-16.
――――――, (2009), “Alliances in a Unipolar World”, World Politics, Vol. 61, No.
1, pp. 86-120.
――――――, (2005), “In the National Interest: A Grand New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Boston Review, Vol. 30, No. 1, pp. 1-14.
――――――, (2005), “Taming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 84, No. 5,
pp. 105-120.
Walter, Andrew, (2008), Governing Finance: East Asia's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Cornell University Press.
――――――, (1991), World Power and World Money: The Role of Hegemony and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St. Martin's Press.
Walter, Carl, and Fraser Howie, (2012), Red Capitalism: the Fragile Financial
Foundation of China's Extraordinary Rise, John Wiley & Sons.
Waltz, Kenneth, (2000),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pp. 5-41.
――――――,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pp. 44-79.
Weitz, Richard, (2012), “Pivot Out, Rebalance In”, The Diplomat, 3 May, 2012,
https://thediplomat.com/2012/05/pivot-out-rebalance-in/.
Wesley, Michael, (2012), “Asia’s New Age of Instability”, The National Interest, No.

참고문헌 361

122, pp. 21–29.
Wesley-Smith, Terence, and Jon D. Goss, eds., (2010), Remaking Area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across Asia and the Pacific, University of Hawaii Press.
White, Hugh, (2012), The China Choice: Why We Should Share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Wiliams, Brock R., Ben Dolven, Ian F. Fergusson, Mark E. Manyin, Michael F.
Martin, and Wayne M. Morrison, (2016),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Strategic Implic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Williamson, John, (2003a), “Our Agenda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in P. P.
Kuczynski and John Williamson, eds., After the Washington Consensus:
Restarting Growth and Reform in Latin Americ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pp. 323-331.
――――――, (2003b), “An Agenda for Restarting Growth and Reform”, in P. P.
Kuczynski and John Williamson, eds., After the Washington Consensus:
Restarting Growth and Reform in Latin Americ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pp. 1-19.
――――――, (2003c), “Summing Up”, in P. P. Kuczynski and John Williamson,
eds., After the Washington Consensus: Restarting Growth and Reform in Latin
Americ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pp. 305-321.
――――――, (1990), Latin American 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ittes, Benjamin, ed., (2012), Campaign 2012: Twelve Independent Ideas for
Improving American Public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ittkopf, Eugene. R., (2012), The Domestic Sourc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sights and Evidence, 4th ed,, St. Martin’s Press.
――――――, Christopher M. Jones and Charles W. Kegley, Jr., (2007),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 and Process, Nelson Education.
Wohlforth, William C., (2009), “Unipolarity, Status Competition, and Great Power
War”, World Politics, Vol. 61, No. 1, pp. 28-57.
――――――, (1999),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362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Vol. 23, No. 1, pp. 5-41.
Wolf, Martin, (2008), Fixing Global Finance: How to Curb Financial Crises in the
21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Work, Robert O., (2008), The US Navy: Charting a Course for Tomorrow's Fleet,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Xiang, Lanxin, (2012), “China and the ‘Pivot’”,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54, No. 5, pp. 113-128.
Yahuda, Michael, (2008), “Looking Ahead: A New Asian Order?”, in Davi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p. 393-410.
Yoshihara, Toshi and James R. Holmes, (2010),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s to U.S. Maritime Strategy, Naval Institute Press.
Yunling, Zhang, and Tang Shiping, (2005), “China’s Regional Strategy”, i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48-70.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W. W. Norton & Company.
Zhou, Xiaochuan, (2009), “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http://www.china.org.cn/business/news/2009-03/24/content_17490662.htm)
Zhu, Andong and David M. Kotz, (2011), “The Dependence of China’s Economic
Growth on Exports and Investment”,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43, No. 1, pp. 9–32.
Zimmermann, H., (2002), Money and Sec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Historical Dynamics of U.S. Hegemony and U.S. Strategy
for East Asia after 2007-08 Financial Crisis
Gong, Min Seok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U.S. strategies for East
Asia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8.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U.S.
government announced that its world strategy would be re-structured with a focus on
East Asia or ‘AsiaPacific’ region. This new strategic approach can be summarized by
introducing ‘pivoting’ and ‘rebalancing’ strategies, which caused the full-blown shifts of
the economic, security, and diplomatic strategies in U.S. foreign relations.
The departure of this dissertation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is that the shifts of U.S.
East Asia strateg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s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the structur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the fluctuation of U.S. hegemony and its world strategy.
Specifically, the concept of ‘Historical Dynamics of U.S. Hegemony’ is used to
understand the fluctuation of U.S. hegemony, which is measured by the changes of the
magnitude and property of the power of the U.S. in the world,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U.S. world strategy. Historical dynamics of U.S. hegemony consists of
changes in the mechanism of capital accumulation(i.e., the economic basis), and its
consequent political-institutional and social-ideological bases of U.S. hegemony. This
dissertation considers the beginning of financial expansion caused by the crisis of
material expansion to be the key factor that facilitated the change of U.S. hegemony.
Hence, the history of U.S. hegemony is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material expansion
period (1945-1971), crisis period (the 1970s), and financial expansion period (197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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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oncept of historical dynamics of U.S. hegemony, what is emphasized is the
dynamics of the evolution of U.S. hegemony, which interacts with the world strategy of
a hegemon. The changes in the magnitude and property of the power of the U.S.
reshape its strategic goals and available strategic options, and U.S. world strategy varies
in accordance with this new environment. Conversely, however, the results of the new
U.S. world strategy significantly affect U.S. hegemony and the world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nge in U.S. hegemony and the world system as a
consequence of U.S. world strategy.
The main features of U.S. hegemony during the material expansion period beginn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re a corporate revolution, managerial revolution, and
Keynesian revolution. The U.S. made its eligibility for being a world hegemon clear by
winning World War II. The rapid growth of production and trade in the world economy
was unprecedented, and the U.S. rebuilt the world system by it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originating from its dominant production capacity. With these powers, the U.S. not
only implemented the Containment policy against the communist bloc but also attempted
to partially appease the demands of ‘third world’ countries and labors. In addition, the
U.S. world strategy during this period was conducive to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other countries, which allowed the U.S. to firmly establish its status as
an ideological leader in the world.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U.S.
hegemony and its world strategy were ‘benevolent’ during this period.
The main features of U.S. hegemony during the post-war period began to change
during the late 1960s with signs of the decline of U.S. hegemony. Regarding the
economic basis of U.S. hegemony, the rate of profit began to decline in the late 1960s,
and the U.S. lost its dominance in the world economy due to the long stagflation in
1970s. The decline of U.S. economic power led to the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which attenuat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s of the U.S. Responding to
this hegemony crisis in the 1970s, the U.S. changed its world strategy. The U.S. initially
kept unilateralism based on its dominant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which was called
‘benign neglect’ or ‘malign neglect’, after the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However, the dollar crisis in the late 1970s led the U.S. to respond to the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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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by maximizing its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through allying with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sum, although the U.S. lost its dominance in
production, it tried to maintain its hegemony through fortifying its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In accordance with such effort of the U.S. to maintain its hegemony,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basis and the ideological justification mechanism of the U.S. also completely
changed. Since the 1980s, the U.S. forcefully implemented neo-liberalism as a national
project and reinforced its hegemony by forcing other countries to accept ‘Washington
Consensus’ policy reform. However, such financial globalization tended to cause crises in
other countries or regions and to aggravate the instability of the world system. This
malign tendency weakened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basis of U.S. hegemony,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decline of the political influence and leadership of the U.S. As
such, the rise of U.S. hegemony was possible at the expense of costs and sacrifices of
other countries and regions. In this sense, U.S. world strategy can be considered to be
‘predatory’ during the financial expansion period.
Post-financial crisis U.S. hegemony and world strategy can be analyzed in this
approach. The financial crisis revealed the weakness and limit of the financial
globalization that once enabled the U.S. to reinforce its hegemony. Of course, the U.S.
made use of the fact that U.S. dollar is the key currency in actively responding to the
financial crisis, quantitative easing for instance, which corroborates the effectiveness of
seigniorage of U.S. dollars such as macroeconomic autonomy, flexibility in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and capital import that sustained the financial
globaliz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both dim long-term growth prospects and the fact that the financial
globalization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the twin deficit appeared to reach its limit
reshaped the priority of U.S. world strategy: rebalance global imbalances and cooperating
with creditor nations in order to prevent dollar crisis, which will, in turn, sustain the
financial globalization. Theses goals are vital to maintaining U.S. hegemony. Furthermore,
the U.S. also needs to configure a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that can facilitate
the smooth correction of global imbalances to avoid any potential conflicts that threaten

366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U.S. hegemony. Considering that East Asia countries such as China are the main player
of global imbalances, it is natural that the gist of U.S. world strategy centers on East
Asia. What matters here is the characteristics of U.S. strategy and the reactions of the
regional countries to U.S. strategy. The U.S. is condemning the ‘savings glut’ of East
Asia countries as the main cause of global imbalances and deflecting the costs of
adjusting it to creditor nations by adjusting the exchange rates, which also allows the
U.S. to avoid any costly domestic economic adjustment. Although such strategy worked
in the past, it is not viable anymore since the size of global imbalances is too massive,
and China is not an alliance of the U.S. Indeed, China denounced the accumulation of
twin deficit of the U.S. and its attempt to deflect the adjustment cost as an “exorbitant
privilege” of the key currency country. Moreover, China claimed that what causes global
imbalances is rather the over-consumption and over-issuance of currency by the U.S. than
savings glut of East Asia countries.
It is not an easy task to predict the consequences of the interaction between U.S.
strategy and the responses of East Asia countries,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one hand, it is likely that the U.S. can
maintain the structure in which the U.S. can deflect any economic burdens involved in
solving the crisis to other countries unless there is a dollar crisis. It is because the
seigniorage and its dominance in finance allow the U.S. to absorb the capitals of other
regions. In addition, it is less likely that the dollar recycle will suddenly collapse
considering that the biggest export market for East Asia countries is the U.S.
On the other hand, however, so-called “buyer’s remorse” increases in China as the size
of U.S. dollar denoted reserve assets held by China exponentially grows. That means,
China’s leverage becomes stronger as the size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grows. Moreover, ‘balance of financial terror’ looms up because of China’s persistent
attempt to globalize the RMB.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 regional system. The
property of the regional system is crucial variable that affects the goal, the way, and the
consequences of U.S. strategy. The way in which U.S. capability is projected is not the
same to all regions. U.S. strategic goal is also adjus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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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systems or its relations with regional countries. Hence, the strategy and influence
of the U.S. appear in a regional specific way, and its consequence also reflects the
regional uniqueness.
East Asia region was subordinated to the world system after the traditional regional
order was collapsed. The identity of East Asia region has tended to be imposed by the
power outside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formation of East Asia ‘region’ was a part of
U.S. world strategy, which resulted in East Asia’s subordinate relations with the U.S., the
world hegemon. The U.S. reshaped the region’s security order based on its bilateral
strategy, ‘hub and spoke.’ This basic structure persists today. In the bilateral network
centering around the U.S., it is inevitable that the vertical relations with the U.S. are
way more important than the relations among East Asia countries, which has hindered
the formation of true regionalism in East Asia.
Japan

and

East

Asia

are

integrated

into

the

world

economy

under

the

anti-communist-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U.S. The U.S. spent on the allies’ defense
and opened its domestic market to the allies to boost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Under this condition, Japan and East Asia were integrated into the world economy, and
“promotion by invitation” was possible. In spite of the depression of the world economy
in the 1970s and 1980s, the end of developmentalism, and the rise of ‘predatory’ U.S.
hegemony, East Asia countries managed to maintain except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a Japan-centric regional subcontract-network.
However, the economic miracle of East Asia had a fundamental limit because their
success relied on export to U.S. market and U.S. dollar. This limited economic growth
was far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regional economy. East Asia countries
have accumulated U.S. dollar by selling labor-intensive goods to U.S. market, and they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U.S. hegemony since the 2000s. Although the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was exceptionally successful, it was not driven by regional
dynamics but the changes in U.S. hegemony and U.S. world strategy. Consequently, the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was dependent on the U.S. market, which implies that the
U.S-East Asia relations are subordinate.
As we have seen so far, East Asia regional system lacks self-completeness in bo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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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nd economic aspects, which leads East Asia to be subject to ‘fragmented
regionalism.’ For this reason, the stability of East Asia region is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such as U.S. economic crisis, U.S. economic pressure, or U.S-China tensions. U.S.
hegemony now stands at the crossroads after the 2007-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focus of U.S. strategy to maintain its hegemony is East Asia. In particular, adjusting
global imbalances is likely to trigger a conflict because it raises a sensitive question of
how split the adjustment costs. In this process, U.S. hegemony could be more unilateral
and predatory because it is not an option for the U.S. to abandon East Asia, which in
turn could heighten geopolitical tensions in the region.
It is not plausible that U.S. hegemony declines in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f the
U.S. failed to adjust global imbalances or to coordinate with East Asia countries
concerning invenstment and financial opening because the U.S. still holds strategic
dominance. China’s successful development came from its compliance with the
U.S.-centric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der. China has even borne the cost of
maintaining U.S hegemony by holding excessive foreign exchange reserves. It is
premature to expect the transition of hegemony because China does not have an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or capability to manage 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is sense, the chronic crisis of the U.S. could become a critical crisis to East Asia
and China. China and East Asia’s economies are now relying on the U.S. On the one
hand, East Asia’s export relies on the U.S. market. On the other hand, East Asia and
China have an incentive to strengthen U.S. dollar to maintain a high value of their
assets denoted in U.S. dollar. For this reason, U.S. crisis is likely to become a crucial
crisis, not opportunity, for East Asia.

Key Words: world hegemony, U.S. hegemony, monetary power, financial power,
financial globalization, U.S. world strategy, U.S. strategy for east Asia,
U.S.-China Relations, east Asia, Asia-Pacific, Rebalancing, Pi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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