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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률로볕 재빼빽ζξ 훨경빼잭 u1'::품 악뾰과저}와 얀보전략 

냉전 붕괴를 전후한 시점부터 세계는 역사적으로 거대한 처l 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변화 양상은 내용 면에서 냉전 종식， 근대질서 해제， 

그리고 탈산업화와 정보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체제 변화의 행 

위주체 변에서는 근대국가의 해체와 통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학 

계에서는 이러한 국제환경과 행위주체의 변화를 묶어 글로별 거버넌스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제 모든 국가는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글로별 거버넌스의 성격과 체제변화의 방향을 결정 

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유일한 제국으로서 국가전략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1) 그 중에서 국가 존립과 생존 여부 자체를 다 

루는 안보과제와 그에 대응할 안보전략은 새로운 미국 국가전략의 중섬 

의제이다. 

이 글은 글로벌 거버넌스로 대별되는 국제환경과 행위주체의 변화를 

맞아 미국이 당변하는 안보과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미국이 

1) 미국의 안보정책 과정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Sam C. Sarkesian, et. al., U.S. 
Natíonal Security: Policymakers, Processes, and Politics (Boulder, CO: Lnynne 
Rienner Publishers, 2002), pp. 181-엉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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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차원에서 구상하는 안보전략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 

다. 미국은 재편되는 세계질서에서도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안보 

전략의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등장한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생겼다.2) 

그 전략적 필요성은 단순히 미국의 지도력 유지 차원만이 아니라 미국 

의 국가이익 보호라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서 이 글은 냉전 종식 이후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의 방향을 국가전략이 란 차원에서 예측한다. 그런 후에 

새로운 안보전략이 미국이 냉전 종식 이전부터 고수해 온 안보전통 본 

질에서 유리되는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 글은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미국의 안보과제와 안보전략을 논 

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이 글에서는 미 

국의 안보과제와 안보전략을 안보의 ‘정도’를 기준으로 논의한다. 전통 

적으로 ‘안보’ 개념은 ‘습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의 부재 상태’로 정의된 

다.3) 그렇지만 ‘위협이 부재한 상태’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 

에 이 글은 안보 개념을 평화와 전쟁이라는 스펙트럼 사이에 놓인 등급 

개념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사건들을 안보적 차원에서 논 

의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다.4) 둘째 이 글에서는 미국의 안보과제와 안 

보전략을 단순하게 유형화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과 

제와 안보전략에 대한 논의 자체가 단순한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미국이 

개입한 국제갈등의 제 양상을 백과사전 식으로 나열하는 것에 그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글은 미국의 특정 행정부나 정파의 안 

2) 이런 관점에서 연구된 가장 최신의 성과로는 미국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의 국가전략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가 주관이 되 어 
내 놓은 결과물을 들 수 있다 Richard L. Kugler and El1en L. Frost, The Global 
Centulγ: Global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Vol. 1 and Vol. 2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2) 참조. 

3) Amold Wolfers, “National Security as an Arnbiguous Symbol," Political 5αence 
Quarterly, Vol. 67 (1952), p. 얘5 

4) Richard H. Ul1man, “Redefi띠ng Security," Intemational Security, Vol. 8 (1983), pp. 
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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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책 방향을 평가하거나 전망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글로별 거버넌스 

로 대표되는 국제환경 변화에 미국이 적응해 나가는 안보기제와 그 전 

통적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미국 안보전략의 

방향을 9.11 테러나 미국-이라크 전쟁 등과 같이 단발적 사건보다는 거 

대한 세계구상 차원에서 현실화되는 안보기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만 

일 부시행정부의 외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부시행정부의 

인적구성이나 군산복합체와 같은 영향력으로 본다면 이는 지나치게 단 

선적인 견해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물러나고 부시행정부의 인적구성이 

바뀐다고， 혹은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새로이 들어선다고 해서 미 

국의 안보전략이 역전될 추세는 아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미국의 각급 수준의 정부 부처가 발표한 안보관련 보고서의 내용 

을 반영하되 보고서에 내재되어 있는 미국의 미래 안보 전략과 기제를 

추출해내고자 한다. 

II 。 률로벌 거빽앵소 환쟁어I재 얄보과째 유햄과 

국약왜 대용 

1. 롤훌뿔훌 쩍빽빽쩔 뿔뿔뼈해 뿔뾰뿔저l옐 흩옳뿔맹， 흩뿔A~웰 섬명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안보과제는 ‘탈국가적 성격’과 ‘탈군사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변에서 냉전 시기 안보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5) 냉전환경에서 개별 국가의 안보과제는 ‘영토 밖에서 유발된 군 

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에 비해 글로벌 거 

5) Christopher Coker, Globalisatioη and !n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m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delphi Paper 3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7-11; Harold Muller, “Security Cooperation," W alter 
Carlsnaes, Thomas Rissse, and Beth A. Simmons (eds.l, Handhook of !ntemational 
Relations (Sage Publications, 2때2) ，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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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환경에서 안보과제는 ‘국가 외부는 물론 국가 내부에서 인간의 

삶 자체에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인 부문에서 얼마나 위협적인가’의 차 

원에서 제기된다. 

안보과제의 ‘탈국가적 성격’은 주로 안보의 행위주체 차원에서 정부가 

국가의 안보과제를 다루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당면한 안보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전통적 인 클럽모델(Club 

ModeD은 그 적실성이 크게 상실되었다. 클럽 모벨에 의하면 미국의 국 

방장관 혹은 국무장관이 NATO에서 관련 국가의 주요 인사를 만나서 

안보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과정에서는 정보의 전략적 

조작 기회가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가 

와 안보 행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질성이 심화되고 또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국내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클럽모 

델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6) 이와같이 정부 이외에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집단과 같은 사회구성체를 비롯해서， 개별 복지를 생존조건 

으로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복수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조직 등도 정부 

와 같은 수준에서 안보 행위주체로 간주된다. 정부가 다루는 안보대상 

이 국가안보로 정의된다면 이들 탈국가 주제가 다루는 안보대상은 각각 

사회안보， 개인안보， 그리고 공동안보로 정의된다. 이렇게 볼 때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안보과제는 안보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심화의 문제 

로 귀결된다. 안보 개념의 정의 문제가 안보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첫 과제일뿐더러 한 국가의 안보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단서 

를 제공해 준다，7) 

안보과제의 탈국가적 성격은 안보 위협 주체의 유형에 따라 초국가적 

6) Peter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1996)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역)， w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 

각~ (안보문제연구소， 1999), pp. 잃3-285. 

7) 안보 개념에 관한 논의 자체는 경험적 명제나 이론 또는 분석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가 명제， 이론 혹은 분석틀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주지 

만 그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David A. Baldwin,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1 (January 199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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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하위국가적 성격으로 구분된다. 초국가적 성격과 하위국가적 성 

격의 공통점은 안보 위협 주체가 국가에 집중 혹은 독점되지 않고 다양 

하다고 보는 데에 있다. 이때 초국가성은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개념， 하 

위국가성은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국가적 성격에 몰두하는 데 차이 

가 있다. 굳이 도식적으로 말하면 초국가성은 국가의 대외적 주권의 집 

합과 관련이 있고 하위국가성은 국가의 대내적 주권의 분산과 관련이 

있다，8) 

‘탈군사적 성격’은 ‘탈국가적 성격’과 함께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안보과제의 또 다른 기축을 이룬다. 탈군사적 성격은 안보 위협 수단이 

‘물리적’ 혹은 ‘폭력적’ 차원을 초월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수단이 재화와 용역의 분배나 현대 사회가 높게 

의존하고 있는 사이버 세계 그리고 인간의 생존 조건 자체 파괴를 통 

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안보 위협 수단이 물리적일 경우 이것이 

군사안보로 정의된다면 이들 새로운 위협 수단에 의한 안보과제는 각 

각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로 개념화되고 있다. 물론 국 

가에 의해 군사적 폭력외 위협 사용 통제가 독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실이 글로벌 거버년스 환경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안보 현상에서 확인되듯이 국가에 의한 군사적 독점 현상이 경제안보나 

사회 안보 현상 등을 통해 완화되 는 경 향을 보이 고 있다. 안보수단에 있 

어서 비군사적 수단의 효용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 

수단의 군사중심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안보과제의 탈국가， 탈군사적 성격은 대체 

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9) 우선 커뮤니케이션과 무역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는 우월한 분야의 상품이나 기술 

8) 박인휘， “주권과 글로별 안보: 세계화 시대 주권과 안보의 개념적 재구성한국정치 
학회보J , 제35집 제3호 (2001 가을)， pp. 455-474를 참조 

9) Graham Allison,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National and Intemational 
Security," Joseph S. Nye and John D. Donahue, Govemance in a Globalizing World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pp.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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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확산에 보다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는 비단 생산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기업의 관리 분야에서도 해당 

된다. 개별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른 소유권을 창출시키고 개인 보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가까운 사례이다. 투자와 생산의 기준이 소비자 

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 사적 기업의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것 

이다. 어쩌면 최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종(F-15X) 선정 사업도 이러한 

사례로 들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매우 다의적이다. 경제적 운용 능력과 사회 기술이 한 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하부 구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이 이러한 커뮤 

니케이션과 무역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안보과제의 탈국가， 탈군사적 성격은 또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초국가적 의제를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약거 

래， 테러， 질병， 밀수， 조직범죄 등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 

다. 1999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미국의 안보를 위 협 하는 초국가적 요 

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불법적인 마약 무역， 국제 

범죄 조직， 불법적 약탈， 무기 밀거래 등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또 

이들 위협 요인은 각국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주요 지역과 항로 

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미국민의 안전을 국내외적으로 위협 

하고 있다. 또 환경적인 재앙 불법 이민자， 그리고 인류 긴급 재난 상 

태 등이 간헐적으로 세계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10) 또 전세계적으로 

인간 삶의 조건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삶 

의 조건과 질에 대한 요구는 초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시애틀과 워싱톤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시위는 분명히 이러한 세계화의 

혜택이 확산되어야 할 당위성을 담고 있다. 이들이 던져주는 함의는 세 

계화가 많은 국가들의 국정 방향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국 

가 구성원의 안보와 복지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제한된 복지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10) AlIison(2000), p. 84에 서 재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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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소외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초국가 

조직의 대두를 촉진하고 있다. 

2. 훌훌뿔뿔 빽빽빽& 활뿔에쐐 완뿔웰聊때$ 액학 혹명 왜을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탈국가， 탈군사적 안보과제에 대 

한 국가의 대응 양식은 크재 네 가지 유형으로 나뀐다 III 첫째는 국가 

의 다자적 대응 양식이다. 이 대응 양식은 국가의 기능적 측면에서 판 

단하는 것으로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협조적 관계 

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가 갖는 기능적 역할은 수많은 안보관련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존재 기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 안 

보 문제에서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목표로 했던 19세기말의 

헤이그 평화조약， 국제연맹 그리고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설립 

등이 국가의 기능적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역사적 사례다. 그런데 이들 

다자적 대응 유형은 대재가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전지구적 

차원으로 조직된 사례는 많지 않다. 다자적 대응 유형 중에서 세계정부 

형태를 연상시키는 사례는 전무하다. 이들 유형은 대개가 개별 국가들 

이 주체가 되어 레짐을 창출했던 의미에서 다자적 성격을 띤 국제기구 

로 분류된다. 또 그 동안 성공했던 다자적 유형은 국가가 일부 물리적 

권력을 국제기구에 이양해서 특정한 목적에 그 물리력 사용을 제한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한 것은 세계정부의 창 

출이라는 비현실적 안보장치보다는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요소를 통제 

하는 안보규범， 안보규칙 혹은 안보제도의 존재라고 단정할 만하다. 이 

경우에 진보된 안보협력 유형과 안보제도가 우선은 주로 발전 국가들 

사이에 집중되고 있고 전지구적으로 확산과정을 거치는 점을 주목할 펼 

11) Robeπ Keohane and Joseph Nye, Jr., “Introduction," Joseph Nye, Jr. and John 
Donahue,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pp.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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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점증하는 세계화 흐름에 개별 정부가 대응하 

는 것이 항상 전지구적 차원의 안보 레짐을 시도하거나 지지하는 형태 

를 띨 필요는 없다. 꼭 전지구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별 국가의 다자 

적 대응 방식은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로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일방적 대응 양 

식이 있다. 국가의 일방적 대응 양식은 때때로 고립주의나 개입주의 성격 

을 초래해서 평화유지에 역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때에는 국 

가의 일방적 안보 대응 양식이 글로별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한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들이 미리 구축해 놓은 안보표준을 받아들 

이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특정 국가에 의한 일방적 안 

보표준 수용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적으로도 이루 

어진다. 그러나 보통 한 국가의 안보표준 수용은 대단히 자발적인 경우가 

강하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구상에 일본이 자발적으로 미 

국이 설정해 놓은 안보표준을 받아들여 안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가까 

운 예이다. 비록 다자간 안보기구나 안보협력의 경우에도 특정 국가가 정 

해 놓은 안보 표준이 강제적으로 다른 국가에 강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논지대로라면 미국의 요구에 의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불가피하 

게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전다. 또 미국의 요구에 의해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방식이 전형적으로 

미국적 표준에 부합하게 진행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셋째， 국가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안보 대응 양식으로 쌍방적인 

방법이 있다. 국가의 이 대응 양식은 공동의 안보이익을 갖는 국가사이 

에 포괄적인 합의가 어렵거나 합의 과정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경우에 실행된다. 쌍방적인 방법은 특정 국가가 이해관계가 맞는 다른 

특정한 국가와 안보이익의 공유를 합의하는 것이다 12) 현설적으로도 역 

사상 수많은 양자간 동맹체제가 존재해 왔다. 이 경우에 양국간 동맹협 

12) Miles Kahler,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s," lnternatíonal 
Org，α1Îzation (Summer 1992), pp. 681-7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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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안보딜렘마에 따른 피해의식이 관련 당사자국들 

에게 강요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국가 

의 쌍방적 안보 대응 방식은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 

시키는 공개주의와 무차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 

과 많은 마찰을 야기하기도 한다. 

넷째， 국가의 글로별 거버넌스에 대한 안보대응 양식은 지역주의 성 

격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은 보통 그들이 지역에 기반해서 

집단을 이루면 초국가적 차원의 안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한 지역 내에서 개별 국가들야 서로의 법률이나 정 

책을 존중해 주고 서로 인정하면 특정한 국제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유럽 지역에서 

목도하고 있는 유럽 연합(EU)의 기능 강화와 확대 과정은 그 좋은 사 

례이다. 또 최근에 아시아 e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 논의가 안보 

협력체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국가의 안보과 

제에 대한 대응 양식을 다자적 대응， 일방적 대응， 쌍방적 대응， 그리고 

지역주의 대응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같은 논지를 근 

거로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미국의 안보과제와 안보전략을 파악하 

기로 한다. 

없. 률로멸 거빼뺀스 활경빼서 벼국왜 얄보략제와 

앨뾰위혐 유햄 

냉전환경에서 미국의 안보과제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포뱃에 의해 결 

정되었다. 이 지정학적 포뱃은 국가 이익과 국가 권력， 그리고 군사적 

균형을 안보의 중심의제로 설정해 왔다. 세력균형과 동맹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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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계몽주의의 이러한 뉴튼식 패러다임은 항상 안정적이거나 예측적이 

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일반적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냉전환경에서 미국 

의 안보개념을 국가중심성과 군사중심성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 냉전의 

종식은 그래서 안보개념의 국가중심성과 군사중심성의 훼손으로 나타 

나게 된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시기에는 냉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위협 

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이익， 국가유형， 그리고 국가구 

조에 의해 구속된 속박을 벗어나 미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유형의 위협이 등장한 것은 냉전시기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위협 유형이다)3) 하지만 탈냉전 시기의 안보위협 유 

형이 모두 미국에게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즉 냉전환경에서의 안보 위 

협 유형과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안보 위협 유형의 차이점 혹은 변 

화는 양자간에 안보의미의 단절이 아니라 안보개념를 구성하는 요소의 

지속， 조절， 그리고 이상 현상의 문제로 파악된다.14) 

1. 전톨쩔 멸뿔우I훨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위협의 지속 혹은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주로 주류 국제정치이론가들에 의해 제 

기되고 있다. 왈츠(Wa1tz)는 글로별 거버넌스가 1990년대의 일시적 유 

행현상으로서 ‘정치 혹은 군사 논리가 보통 경제에 앞선다’는 전통적인 

안보 논리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됨을 주장하고 있다.15) 국제관계란 

13) Audrey Kurth Cronin, “Rethinking Sovereignty: American Strategy in the Age of 
Teπor，" Survival, Vol. 44, No. 2 (Summer 2002), pp. 119-140. 

14) 미국의 국가이익은 첫째， 미국의 생존， 안전， 지속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활적 이익， 
둘째， 생존에는 영향을 주시 않지만 미국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익， 셋째， 

자연재해 대응， 인권침해 종식， 민주화지지 등 펼요에 따른 인도주의적 및 기타 다른 

이익으로 분류된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띠riη sπute밍l ψ'f a Global 
Age (Washington, DC: U.S. Govemrnent Printing Office, Decernber 2000). 

15) Kenneth N. Wa1tz, “Globa1ization and Govemance," PS: Political Science & 
Politiα， Vol. 23 (Decernber 1없9) ， pp. 69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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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가이익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고의 가 

치이며 미국의 국가 이외의 이익이 마국의 국익과 상충될 때 어떤 대응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코헤인(Keohane)과 나이 (Nye)는 세계화 현상이 전적으 

로 최근 혹은 현대 세계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급격한 

군사적 분야의 쇠퇴가 계기가 되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의존 관 

계가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현상도 현 

대시기에 의해서 독점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6) 시민전쟁， 종족갈 

등， 국제범죄 그리고 다른 안보 위협 유형이 미국의 지도력을 부정하고 

세계화된 공동체의 새로운 안보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는 만큼 

미국의 통제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기) 

g 。 빽웰려훌때 옐한 쩔뿔옐훨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이 단순한 사회안정 차원이 아니 

라 국가안보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테러리즘이 빈곤， 내전， 

종족갈등， 종교충돌 등 다른 사회안보 구성요소와 달리 미국의 새로운 

안보위협 유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 폭력적 성격과 탈국가적 성격에 

있다. 테러리즘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주권 개념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유형 

간주된다. 냉전 시기에는 테러 가능성이 특정 적대국가에 의해 독점되 

었지만， 이제 특정 적대국가는 물론 탈국가 조직에 의해 공유된다는 데 테 

16) Robert O. Keohane & Joseph S. Nye, Jr., “Globa1ization: What is New? What is 
Not? (And So What?), Foreign Policy, Vol. 118 (Spri때 2000), p. 104. 

17) 미어샤이머는 미국 안보과제의 군사중심성의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John Mearsheimer, “The Fa1se Promise of 
Intem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 19, No. 3 (Winter 1994/5), pp 
5-4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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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문제의 현대적 성격이 있다. 그 동안 안보 영역에서 국가가 독점해 

왔던 군사적 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군사적 수단이 점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 

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시기의 테러위협과 차 

이가 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테러리즘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수단과 결합되면 

서 다수의 미국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졌다. 테러 행위 

는 기본적으로 테러 목표가 권력의 장악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테러 

행위를 통해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지만 테러 대상이 다수의 일반 미국 시민이라는 점이 냉전 시기의 테러 

위협과 구별된다.2002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미국 국토안 

보부 창설을 제의한 것은 바로 테러문제가 심각한 안보 관점에서 인식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대적 테러의 탈국가적 성격은 첫째 테러의 주체가 국가조직 이외의 

비국가조직이 중심이 된다는 점， 둘째， 테러의 대상이 불특정 미국인 다 

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무기체 

계가 첨단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18) 

또 미국은 9.11 테러 사건을 통해 실패국가(failed states)7} 테러를 

통한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던 교훈을 얻었다 19) 즉 정부가 붕 

괴했을 때 초래되는 사회적 무정부 상태는 대규모의 난민， 경제 혼란， 

대량 폭력 등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파급현상은 인접한 국가에 

서 문제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패국가들(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르 

완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18) Michael Parenti, The Terrorism Trap: September 11 and Beyond (San Francisco: 
City Lights Books, 2002), pp. 17-30 

19) Robert 1. Rotberg, “Failed States in a World of Terror," Foreign Affairs, Vol. 81, 
No. 4 (]uly/August 2002), pp. 127-130; Stephen M. Walt, “Beyond bin Laden: 
Reshaping U.S. Foreign Policy," lntem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2001/2002), pp. 66-68. 



글로벌 거버년스 환경에서 미국의 안보전통과 안보전략 209 

서 그 파급효과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11 

테러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가 실행하는 안보상의 위협은 단 

순한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 

식되고 있다. 이들 실패국가가 안보상의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첫 

째，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언제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둘째，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은 갈동 서1 력들간에 심각한 증오심을 심어 

주고 이 증오심은 순차적으로 복수섬을 낳게 하는 것， 셋째， 갈둥이 지 

속됨에 따라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등장을 불러오고 이 전 

쟁 수행을 집권의 정당성으로 삼는 권력자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때) 이런 측면에서 실패국가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 조응 

하는 정권 유지와 정권 창출을 외교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에게는 안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홉. 활곁멸보웰 완뿔옐휠 

미국이 당변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구성 요소는 생태계 파괴， 에너지 

공급， 자원 고갈 등 환경 자체의 문제와 인구증가와 환경오염 등 환경 

과 연관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이 받아들이는 환경안보는 미 

국인의 활동 근거를 이루는 기본적인 지지체로서 영토적 혹은 지구적 

생태공간의 유지를 말한다. 원래 환경 문제가 중요한 지구적 의제로 등 

장하게 된 것은 1972년 국제연합 인류환경회의가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환경보호운동과 반핵평화운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문제가 서서히 주목을 끌기 시작했 

으며，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 문제로 지구 

전체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사 

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긴급하고 

20) Walt(2001/2때2)，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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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안보과제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환경안보 개념은 본래 미국 영토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쾌적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거벼넌스 

현상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환경 자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각종 활 

동과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변화와 자원고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개념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체르노빌 사건을 계 

기로 다른 국가들의 군사활동과 적대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로부터 미국 

의 안보환경을 방어하는 일체의 활동을 안보 차원애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미국이 당변하는 환경안보 위협은 지 

역적， 지구적인 환경현안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안보에 밀접한 영 

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과 수 

질오염으로 인한 지역간의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생불종의 다양성 감소 문제 등 여러 가지의 지구환경 문제를 환경안보 

라는 미국적 개념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세계적 차원의 환경 파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21) 하나는 가치 측면에서 환경가치가 안보가치의 부분 

으로 인식되는 한 지구 환경 파괴가 미국 안보위협이 되는 측면이 있 

다. 둘째는 물리적 측면에서 환경이 파괴되면 지구의 자연환경이 가져 

다주는 자원 공급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안보상의 위협이 

된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환경 오염에 따른 집단 얘주와 물을 둘러싼 

전쟁 등과 같은 미국에 정치적 부담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다. 

4. 점뿔져술 혁명웰 사빽빽 e!뿔의 우뿔 

사이버안보를 둘러싼 안보과제가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과제와는 명 

21) Marc A. Levy, “Is the Environment a National Security Issue?," l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2 (F따1 1995), pp. 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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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게 구별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견해들은 주로 정보기술 혁명과 세 

계화로 대별되는 글로벌 거버넌스 현상이 전통적인 미국 안보 현상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질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22) 

먼저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출현과 더불어 미국에 

서의 안보의 의미가 단순히 군사적 내용을 넘어서 벼물질적인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이 지적된다.잃) 전통적 의미에서 영토와 주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미국안보는 이제 미국이 보유한 정보와 기술적 자산 

의 보호까지를 의미하는 폭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즉 정보혁명의 

결과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보유한 화력의 

세기 정도가 아니라 무기체계가 얼마나 정확한가이며， 무기체계의 정확 

성은 결국 어느 편이 더 많은 정보를 향유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전은 안보의 가치 중에서 ‘정보’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안보 가치는 단순히 미국 정부가 

소유한 정보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질과 차별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코혜인과 나이 (Keohane & Nye)는 정보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전략 정보는 다른 무료정보나 상용정보와는 

달리 경쟁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에 극도의 효용을 지 

니는 정보로 평가하였다.쟁) 만일 미국이 전략정보를 많이 가지면 안보 

상의 대립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이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원천으로서의 전통적인 권력 개 

념도 상당 부분 수정될 펼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국제관계를 유 

지하는 데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가시적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자원적 

22) 대표적 인 주장으로는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Vol. 77, No. 5 (998), pp 
81-94; Keohane and Nye(2000), pp. 1-44을 들 수 있다. 

23) Victor Cha, “Globalization and the Study of Intemational Security," Joumal 01 
Peace Research, Vol. 37, No. 3 (200이， pp. 391-403. 

24) Keohane & Nye(1998), pp.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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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을 의미하는 행위적 힘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행위적 힘이 바로 정보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성 권력 유지에 따 

라 결정될 것이다. 즉 미국은 정보혁명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역할로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을 의미한 

다. 물론 미래에도 군사안보 영역에서 군사력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군사력의 양이나 질보다는 미국이 지닌 군 

사력이 질적으로 다른 고급의 정보와 결합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위력을 발휘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분야혁명 

(뻐1A)에 관한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미래에는 군사력이 고도의 정보， 

감시 및 정찰(ISR)， 그리고 지휘， 통제， 통신 및 컴퓨터 (C4)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기에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힘의 분포는 점점 더 정보력에 의존할 것이고 미국의 안 

보는 정보화를 담보로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IV. 글로벌 거버년스 환경에서 미국의 악보봐제와 

안보기채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되는 유형은 전 

통적인 안보위협， 테러위협， 환경안보 위협 그리고 사이버 안보 위협으 

로 구분된다. 또 그에 양립하는 위협 주체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 

전략적 핵무기를 소유했거나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나 핵분열물질 

을 통제하는 국가와 조직， 테러리즘이나 마약밀매， 그리고 또 다른 국제 

범죄를 포함한 탈국가적 주체 등으로 요약된다. 이제 이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에 관한 논의를 국제환경 변화에 미국이 적응해 

나가는 안보기제에 따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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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자적 태를 지왜뿔서왜 휠단2!뿔 

집단안보 원리는 원래 ‘알려지지 않은 적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희 

생자’를 위한 ‘영속적인 잠재적 동맹’을 함축하고 있다.25) 이 방식은 위 

협의 집단성에 대한 불가분의 측면과 무조건적인 반응이라는 다자주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다자적 대응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은 X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윌슨의 집단 안보 계 

획은 여론과 무기제한， 그리고 강제의 방식보다는 조정에 기반하고 있 

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의 영속성과 보편주의가 미국의 끊임없는 개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26) 실제로 집단안보는 전쟁을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이나 최후의 방안은 물론 아니지만 무정부상태 하 

에서는 세력균형보다는 우월한 현실 적용력을 갖고 있다.낀)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도 이제 잠재적인 모든 적에 대항하여 무제한의 기간에 

집단적인 자위체제를 구성하는 집단안보의 불완전한 형식을 반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걸프전 당시 프랑스가 연합적인 지휘와 핵에 대한 

미국의 통제에 반대하고 불응하는 것은 다자적 집단안보의 어려움을 더 

욱 복잡하게 만들어 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9.11 테러는 미국 내에서 다자적 안보기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 

에게 경종을 울렸다.잃) 무고한 미국인들에 대한 극단적 테러리스트들의 

무차별 공격의 근본적인 뿌리가 미국의 그릇된 일방적 대외정책에 있다 

고 보는 견해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국이 대 

25) G. F. Hudson, “Collective Security and Military A11iance," in Herbert Butterfield and 
Martin Wight (어s.) ， Diplomatic !nvestigation (Harv따d University Press, 1968), pp. 
176-177. 

26) Llyod E. Ambosius, Woodrow Wilsoη and the American Diplomatic Tra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51-106 

27) Charles A. Kupchan & Clifford A. Kupchan, “The Prornise of Collective Security," 
!ntemational Se다inty， vol. 20, no. 1 (Summer 1995), pp. 52-53. 

28) Jervis, Robeπ， “An Interim Assessment of September 11: What Has Changed and 
What Has Not," Political Science Quaπerly， Vol. 117, No. 1 (Spring 2002), pp.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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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전쟁을 둘러싸고 반 이라-크 제휴를 이끄는 데 있어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물론 미사일 구상으로 알력이 야 

기된 러시아， 중국 및 인도， 파키스탄 등 주요 국가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미국이 우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도 유 

익한 정보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고， 적어도 이들에 대해， 테러와 관련 

이 없다고 입증되는 한， 전선을 확장하는 일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었 

다. 9. 11 테러 이전에 이마 골격을 갖추었던 ψR년국방검토’(QDR: 

Quaclrennial Defense Review 2001)가 2001년 10월에 발표되면서 수정 

반영했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다자적 안보기제에 대한 고민이었다.쟁) 

테러가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는 미국의 장기 전략 구상을 

강화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주의보다 공조와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을 지향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동맹과 우방의 공조 하에 비대칭 

적 이점을 강화하면서 불확실한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위협을 기초로 

한 과거의 모델로부터 탈피하여 미래의 능력기반 모델로 치환하는 과제 

가 이 계획의 주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집단안보 방식의 다른 이점은 무엇보다도 국가간의 신뢰와 협력을 촉 

진하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세르 

비아 공습， 소말리아 개입， 동티모르 독립 등에서 반 적대세력의 제휴를 

이끄는 데 있어 집단안보의 방식에 빈번히 의존하였다. 그 이유는 명백 

히 미국 안보패권의 명분에 있다. 최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앞두고 국제연합의 결의안을 구걸했던 것도 바로 같은 이유이 

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다양한 안보위협 유형에 맞서서 다자적 안보 

기제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처지에 있다. 

29) QDR의 내용 전문과 그 배경에 대한 토론은 httpι'www.comw.org/qdr/qdr2oo1ad.html 
(검색일 2002/11/02)을 참조할 것 이제 대한 평가는 편집부， “과도적인 성격에 그쳤던 

미국의 ‘국방계획 재검토국제문제~， 통권 378호 (2002년 2월)， pp. 96-10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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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잃발쩍 택톰 쩍왜뿔쐐댁 빽뿔앨웹 혔째3웰뿔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미국의 일방적 안보 대응 방식은 그 예방 

적 성격을 깅-하게 갖는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군비통채와 확산 

방지법안들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닌 군사력의 크기와 구조 및 운영 변 

에서 효용성과 가치를 극대화 시켜 미국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떼) ψH년국방검토’ (QDR)에서 보이듯이 9.11 테 

러로 건국이래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당했다는 색다른 경험이 본토를 방 

어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국방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소명을 그래도 반영 

하고 있다. 미국이 냉전 시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비 

용을 잠재적 적대국에게 전가하는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도 미국이 지닌 전쟁수행 능력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미국이 글로별 거 

버넌스 환경에서 맞고 있는 테러와 환경， 그리고 사이버 위협은 전통적 

인 안보수단에 의해서 억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런 의미 

에서 미국에 의한 일방적 핵전력의 독점과 적대국가에 의한 핵전력 공 

유에 대한 억제는 미국의 군사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에 접근을 하거나 접근을 추구하고 있을지 모르는 잠재 

적 적대국들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전략적 핵전력의 유지를 지속할 것이 

고， 또한 그들에게 핵무기의 추구나 의존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명분을 지속적으로 확신시키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02년 1월 의회에 비밀 제출한 ‘핵태세검토(Nuclear 맘osture Revie 

w) ’ 보고서에는 전략적 핵은 물론이고 소형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30 미국 안보 대응 양식이 러시아 

30) Barry R. Posen and Andrew L. Ross,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Michael E. Brown, et. aJ., America's Strategi’c Choices (MIT Press, 2002), pp. 7-10. 
31) Daryl G. KimBall, et. aJ., “Parsing the Nuclear Posture Reγiew，" Arms Co，ηtrol 

To뼈， Vo l. 32, No. 2 (March 2002), pp.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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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합의한 핵무기 감축이 2012년에 마무리되는데， 이때까지는 소형 핵 

무기가 실전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시기에 쓰였던 억제보다는 

선제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국방부가 

지난 2002년 8월 15일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2002년 국방보고’를 통해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선제공격도 필요하며， 

방위에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발표 경우에 따라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미국의 일방적 안보기제의 전형적인 사례 

라 할 만하다.32) 미군의 무기체제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적대세력에 대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면서도 크기가 작은 정밀무기 개 

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02년 초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악의 축’으로 명명된 3개 국가에 대 

한 미국의 안보전략은 철저한 비확산과 선제전략에 의해 지배받고 있 

다. 이란의 대량살상 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복원하려는 이라크의 노력을 위협하고 취소하도록 하는 데 

미국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핵확 

산 방지기준을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입하고 비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나 핵무기화하는 것을，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핵무기에 쓰이는 핵분열 물 

질 생산에 민감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용. 톨맹체저뼈 휠애정 변용파 쌓방적 때을 

글로별 환경에서 미국의 쌍방적 안보 기제는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 협상을 통해 사례별， 사안별로 동맹 목적에 부합하는 본질 

적인 예방적 제한을 가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잠재적인 미래 

32) 2001년 10월 발표된 새로운 ‘4개년국방검토(QDR)’와 ‘핵테세검토(NPR)’을 종합한 이 

‘국방보고’는 미국은 적대국의 정권 전복을 위해서도 군사공격 가능성올 시사하는 부 
분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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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위협， 특히 비대칭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웅할 수 있도록 

분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환경에서는 집단안보를 

통한 다자적 대응이 안보기능의 보완재로 기능 했던 반면， 글로벌 환경 

에서는 동맹체제가 다자적 대웅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이 주목된다. 즉 쌍방적 대응 방식과 다자적 대웅 방식이 서로 주종관 

계의 위치를 바꾸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맹체결 국가들이 방위능력과 상호운용에서 집단안보나 안보공동체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안보협력의 예방적 기능을 제고하고 있다. 

미국이 냉전 시대 이후 유지해온 윈윈(win-win)전략을 원플러스 

(one-plus) 전략으로 바꾸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4개년국방검 

토’(QDR)는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탈냉전 시대 한반도와 중 

동 지역에서의 동시 전쟁 승리를 골자로 한 ‘윈윈전략’을 대폭 수정해， 

한 쪽에서는 압도적 승려를 거두고 다른 한 쪽은 현상을 유지하는 새로 

운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즉 미국으로서는 2개의 대규모 재래식 전쟁 

을 동시에 승리로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개 지역의 평화유지 기능 

을 집단안보나 안보공동체와 같은 자율적인 공동안보 체제에 양도한 것 

으로 보인다. 이 때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는 집단안보를 보완하여 

전쟁을 예방하는 기능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여전히 잠재 적국으로 간주한 것은 최근 테 

러사건을 둘러싼 중국과의 일시적 공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 

협을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해 예방하려고 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지위변 

화가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 내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라고 진 

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 

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 우선적인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 

써 주한미군의 기지 및 전력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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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맑뿔훌톰체 뿔할웰 왜액훌와 매흩 

미국의 안보강화를 위한 전략 중에서 국제안보환경 조성과 위기에 대 

한 대응이 보다 현재적 의미의 안보기제라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안보공 

동체 구상은 불확실한 미 래에 대한 준비 성격을 갖는 안보기제이다. 안 

보공동체는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보통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야 할 필 

수적 요건으로 지적된다.잃)(1) 주요 가치에 대한 상호 양립 가능성， (2) 

독특한 삶의 양식， (3) 보다 강력한 경제적 유대와 이득에 대한 기대， 

(4) 최소한 몇몇 참여 단위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기대， (5) 최소한 몇 

몇 참여 단위의 일부에서의 우월한 경제적 성장， (6) 영토 사이에서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회적 계층 사이에서는 사회학적으로 단절되 

지 않은 사회적 의사 소통의 연계， (7) 정치적 엘리트의 확대， (8) 최소 

한 정치적으로 관련된 계층 사이에서의 사람의 유동성. (9) 의사소통과 

거래의 범위에 있어서 다중성 등이다. 그리고 그 외에 세 가지 다른 조 

건이 필수적일 수도 있다. (10) 의사소통과 거래의 흐름의 보상， (11) 적 

당한 기간 내에 집단 역할의 상호교환 (12) 상당한 정도의 행위의 상호 

예측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합병으로 통하지 않은 공동 

체의 운명이란 매우 긴 시간의 갈등과 분쟁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안보 

공동제의 성사 여부는 어떤 국가가 그 공동체에 참가하고 또 어떤 국가 

가 참가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잃) 이런 의미 

에서 안보 공동체의 형성 단계가 가장 진척된 것으로 여겨지는 유럽의 

안보 공동체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전략이 갖는 중요성이 반 

감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안보 공동체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만이 안정 

33)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김우상 (역)， r국제관계론 강의 J (한울， 1997), pp. 
366-367. 

34) Emanuel Adler and Michael Bamett, “Security Communities in Theoretical 
Pers맺ctive，" Emanuel Adler and Michael Bamett (eds.l, Secunty Commun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α)()) ，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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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질서는 물론이고 안정된 평화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개 

별 국가가 비록 안보 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체라는 사회적 관계로 서 

로 묶여졌다고 하더라도 국가 중심성을 상실하거나 국가 범위를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유럽의 안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버군사적 통합을 

안보 공동체의 전제 단계로 구성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국가 영역 

밖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공동체가 탈안보화(de

securitization)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하겠다.35)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보공동체를 통한 안보기제의 유용성은 환경과 천 

연자원에 관련된 새로운 안보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환경적 위협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들이다. 기후의 변화， 성층 

권의 오존고갈， 해로운 식물과 동물의 도입， 물고기와 삼림 및 다른 천 

연자원의 과도한 채취 같은 환경적 위협들과 초국가적인 해로운 화학물 

과 쓰레기의 이동은 미국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복지에 위협을 주고 있 

다. 미국은 분명히 이러한 환경적 위협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의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참여에 대 

해 압력을 가해야 하고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참여에 개 

발도상국들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1997 

년 12월에 마련된 교토의정에 미국이 비준을 위한 교토협약안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V. 벼국왜 얄뾰쩔통과 째로운 빼국의 싼보깨재 

냉전환경에서 미국 안보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안보과제의 국 

가중심성과 군사중심성에 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주권과 국가안보는 

미국이 당면했던 안보과제의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면서 그 관계가 밀 

35) Ole Waever, “Insecurity, Security and Aseωrity in the West European Non-War 
Community," Emanuel Adler and Michael Barnett(20뻐)，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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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다. 안보과제의 군사중심성은 매국 영토의 보존과 미국 안보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주로 군사적 방편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제3세계 국 

가에 대한 안보개입은 미국 안보전통의 국가중심성을 이해하는 좋은 사 

례가 된다. 신생국가의 주권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그들 국가들 

이 불간섭 원칙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혹은 대내적 지배력 행사를 위 

한 물리적 능력 동원이 가능한지 여부만이 기준이 되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은 철저한 개입과 간섭으로 미소간의 경쟁에 

참여시켰고， 이는 적대적 양극체제라는 체제적 특성에 기인한 바 또한 

컸다. 경쟁적 양극체제에서 미국은 자국의 주권과 관련된 이익을 다른 

어느 국가에게도 의탁할 수 없으며 냉전환경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결정적으로 미국의 국가전략과 자연스러운 치환을 이루게된 것이다. 글 

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미국의 안보과제가 갖는 국가중심성과 군사 

중섬성의 훼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국가중심성과 군사중심성의 

훼손 배경을 단순히 냉전의 종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 즉 냉전환경에서 

의 안보 위협 유형과 글로별 거버넌스 환경에서 안보 위협 유형의 차이 

점 혹은 변화는 양자간에 안보의미의 단절이 아니라 안보개념를 구성하 

는 요소가 지속되거나 조절되는 현상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냉전환경에서 미국이 안보를 획보하기 위해 활용한 가장 중요한 기제 

는 쌍무적 협력을 운영원리로 하고 있는 동맹의 결성과 이를 보완하는 

다자적 협력을 운영원리로 하고 있는 집단안보체제였다. 동맹과 집단안 

보만이 냉전환경에서 미국이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 

이며 효과적인 안보 기제로 이용되어 왔다. 미국이 주도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미국이 서방 세계 국가들과 유 

지해 온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조 하였다. 동맹과 집단안보의 유용 

성은 양극체제의 구조에 의해 그 안정성이 더욱 확보되었다. 그런데 냉 

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도 동맹체제와 집단안 

보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안보규범이 갖는 관성에 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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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크다. 즉 안보규범은 일종의 관성을 갖고 있어서， 일단 형성된 뒤에 

는 규범의 유지를 뒷받침 해주는 탄성이 스스로 생긴다，36) 이에 따라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안보 규범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냉전이 종식된 후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되는 현상에도 불 

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그 생명력이 더욱 연장된 것은 그 좋은 예 

이다. 또 중동지역에서 국력과 위협의 변동이 아랍 국가들 사이의 세력 

재편성에도 불구하고 권역 내 세력변화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즉 미국이 주도했던 동맹 

의 영속성과 강도는 비록 동맹 체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조차도 

상당부분 동맹의 규범적 특징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 

을 체결했던 국가들은 동맹에 의존하는 공식적， 벼공식적 규칙들과 관 

례들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충실할 수밖에 없다. 글로별 거버넌스 

의 도전에 직면한 동맹체제가 면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국가끼려 

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경향의 모색도 같은 이치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 

부와 부시 행정부가 각각 미국인들에 게 재시 한 소위 윈윈(Win-Win)전 

략과 원플러스(üne-Plus)전략은 모두 이러한 동맹체제와 집단안보가 

갖는 안보규범의 견고성과 생명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 

다，37) 

집단안보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제도적 협의체 혹은 안보공동체로 규정된다. 물론 순수한 다자주의 원 

칙을 구현하는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는 간단하다. 집 

단안보에 참여한 국가들은 우선은 미국의 외교 수단， 다음에는 경제적 

제재，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의 공동 사용에 의해 공격의 위협이 

36) Ronald D. Asmus, “Toward Alliance Refonn," Richard L. Kugler and Ellen L. Frost, 
ηle Global Century: Global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Vol. 1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2), pp. 262-263. 

37) Gregoη A Raymond, “Problems and 싼ospects in the Study of Intemational 
Nonns," Mershon l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1 (Nov윈nber 1997), PP. 
230-잃5; Baldwin{l댔7) ， pp. 18-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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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재에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주도했던 집단안보 공동체 

단위의 반응에 대한 예상에 직면하여 모든 합리적인 잠재적 공격자는 

억제되고 단념을 하재 된다. 냉전환경에서 집단안보는 전쟁을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이나 최후의 방안은 물론 아니지만 미국에게는 균형화 

(balancing)보다는 우월한 현실 적용력을 갖고 있었다. 집단 안보의 또 

다른 이점은 집단안보 체제야말로 국가간의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는 명 

분에 가려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냉전환경에서 미국의 안보기제 

로서의 집단안보는 동맹이란 안보기제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의 

미가 있었다. 미국이 동맹을 체결한 국가와 상호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화된 성숙도가 오래 지속시켰을 때 미국과 동맹체결 국가 사이의 규범 

은 확산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탕이 되었던 집단안보가 가능하였다. 탈 

냉전기 이후의 동맹체제와 집단안보는 미국의 안보 기제로서 독립적으 

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 변화를 통해 확산 혹 

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조절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냉전환경에서 

는 집단안보를 통한 다자적 대응이 안보기능의 보완재로 기능했던 반 

면， 글로별 환경에서는 반대로 동맹체제가 다자적 대응을 보완하는 기 

능으로 그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쌍방적 대응 방식과 다자적 대 

응 방식이 그 주종관계 위치를 서로 바꾸어 가는 특정을 보이고 있다. 

동맹체결 국가들이 그 방위능력과 상호운용에서 집단안보나 안보공동 

체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안보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렇게 볼 때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