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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국제마약밀매의 수익을 년 4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1) 현재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마약소비국이다. 미국의 마약지수(인구10 

만명 당 마약사용자수)는 세 계에서 가장 높은 256을 기록하고 있다. 같 

은 맥락에서 마약판매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법수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단한 최근의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1998 

년 미국에서 마약으로 인한 경제비용은 1.434억 달러로 추산되었고 

2000년의 경우 더욱 증가하여 1，6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2) 이것은 

상원에서 통과된 2003년도 3.551억 달러에 달하는 美국방예산의 거의 

50%에 가까운 비용이다.3) UN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의 보고에 따 

르면 인터넷 주문을 이용한 마약밀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를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마약으로 인한 경제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4) 

20세기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마약문제는 정치 · 사회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다. 20세 기 동안 미국의 마약사는 크게 세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약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시작한 

1)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1/12/14. 
2)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2001l. 
3) 연합뉴스， 2002/10/17. 
4) The Intem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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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해리슨 볍(Hanison Act) .JJ 이래 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마약 

사용은 주로 美국내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풀째， 깨년대 초 닉 

슨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마약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왜냐하 

면 닉슨 행정부는 처음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였고 본격적으로 

정치문제화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마약문제는 향후 미국의 대 

통령 선거에서 비록 다른 주요 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셋째， 미국에서 마약문제가 국내정치적 이슈에서 더 나아가 국제정치 

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부터이다. 레이건도 닉슨 

과 마찬가지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전자와 

는 차원이 달랐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문제가 아닌 마약이라는 

정치사회문제에 100여 년 간 민간문제에는 군부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전통(Posse Comitatus Act of 1878)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새로운 선례 

(Dep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1981)를 남겼다. 이후 최근 부 

시 행정부까지 소위 ‘마약戰의 군사화’ 정책은 美마약정책의 핵심의 하 

나가 되었다. 

그러나 마약관련 각종 통계를 근거로 학자들은 레이건 행정부부터 시 

작된 미국의 ‘마약戰의 군사화 정책’은 성공하기는커녕 막대한 연방예산 

만 낭비하면서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의 확산은 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마약 

의 합법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마 

약의 합법화 주장은 여전히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마약의 불법화를 근 

간으로 하는 ‘마약戰의 군사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합법화도 아니고 불법화도 아닌 非범죄화 

정책이 현재 미국에서 제3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非범죄화 정책은 

70년대 중반 유럽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1973년 오리건州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의 개인적 

소지 및 사용에 대한 非범죄화가 시작된 이래 최근 네바다州에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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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되어 현재 총 7개 주에서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 및 소지에 

대한 非범죄화가 실시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 마약정책의 실패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다. 물론 

美마약정책의 실패원인은 다양한 요인과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마약정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 

적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국가의 마약통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공급감소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감소전략이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분적 

으로 후자를 보완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의 마약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마약정책의 핵심적 실패원인은 국제적 측면에서 ‘대외마약정책의 이중 

성’과 국내적 측면에서 ‘국내마약정책의 이중성’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60년대부터 최근까지 국제마약밀매의 변화에 따른 

미국 反마약정책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한다. 둘째， 대내외적인 미 

국 마약정책의 이중성을 분석한다. 그러한 분석은 매년 3월에 美국무부 

가 발표하는 마약퇴치非협력국 리스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2차대전이래 역대 미국 행정부의 마약정책은 대체적으로 냉 

전기간에는 ‘반공’이라는 마명하에 탈냉전 후에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라는 깃발아래， 그리고 現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라는 

명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포장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학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약정책 

은 미국의 다른 더 중요한 국가이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렸다. 이러한 우선 순위에 따라 마약정책은 이중성을 띠었고 결국 미 

국 마약정책의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연 

방법 VS. 주법의 마약관련 법적인 이중적 구조가 또한 미국 마약정책의 

실패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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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미국 마약정책의 액λF척 변화: 

쳐벌위주의 방확햄정책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마약문제는 정치 • 사회적으로 복잡 

한 양상을 보여왔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약에 대한 법적 통제는 1914 

년 해리슨 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50년대까지 마약정책은 한마디로 

통제와 처벌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60-70년대 마약정책은 부분적 

으로 재활과 치료부분을 강조하였다. 80년대 마약정책은 다시 통제와 

처벌강화의 역사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다.80년 

대 마약정책은 反共정책에 종속되어 종종 국가의 일관된 원칙 없이 전 

개되었다. 바로 미국 대외마약정책의 이중성이 최고조에 도달한 시점이 

다. 이 점에서 부시 前행정부모 마찬가지이다.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다시 60-70년대의 정책으로 환원되는 인상을 주었지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 국가이익을 위해 마약정책은 여전히 종속된 인상을 

주었다. 現부시 행정부에서 마약정책은 다시 反테러를 위한 명목으로 

종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마약정책의 이중성이 미국 마약정책의 근본 

적 인 실패에 공헌하였다. 

1. 60넘태-짧년태: 치홉 멸 째훌훌정책때| 대학 멜성엌 흩자 

60년대와 70년대 미국에서 마약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미국의 마약정책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가장 중요한 거시적 요 

인의 하나는 미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주의의 확산이며 그에 따라 

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학생들의 반전데모와 자유주의 풍조인 히피문 

화의 확산이다.5) 이들 젊은 히피족들은 마약사용(특히 마리화나)을 “전 

5) Musto(1999), pp.247-248. 마약범 의 수는 1965년 18，이꺼0명 에 서 1970년 188，000명 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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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가치에 대한 거부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에서 60-70년대 

대표적인 ‘선택의 마약(drugs of choice)’은 마리화나와 LSD이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풍조는 1962년 美대법원이 마약중독자를 범죄자로 규정 

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서 중대한 공헌을 하였 

다.6) 따라서 정책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의 증 

가， 마약판매자와 마약사용자의 좀더 명확한 구별， 마리화나 및 마약소 

지의 처벌에 대한 경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50년태 

에 비해 상대적인 변화이지 미국 마약정책의 근간인 처벌위주의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1) 케네디 행정부(1961-1963) 

1962년 대법원의 위헌판결은 케네디 행정부로 하여금 미국 마약정책 

에 대해 근본적 재조사와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이 

의 일환이 1962년 설립된 『마약남용에 관한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많ug Abuse)~ 이다。 이의 결과로 『마약 및 마약남용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the 맘resident’s Commission on Narcotics and 

Drug Abuse: the Prettyman Commission)~가 결성되었다. 1963년에 위 

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케네디 대통령에 보고하였다.7) 그러나 불과 수주 

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이 위원회가 제안한 많은 정책권고안들은 

존슨 행정부에서 폐지되고 변경되었지만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향후 의 

회로 하여금 일련의 새로운 마약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미국 

연방마약정책의 변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2) 존슨 행정부(1963-1968) 

합법적 마약이 암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5년 의회는 『마약남용통제법 수정~(the Drug Abuse Control 

6) Belenko(20때)， pp. 255-256 
7)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Belenko(2000), pp. 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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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s)~을 통과시켰다. 수정법안에 따라 1966년 새로운 마약관 

련 볍집행기관을 창설하였다. 즉 식품의약정 (FDA)내 마약남용통제국 

(the Bureau of Drug Abuse Control: BDAC)을 설립하여 마약법관련 

재무부산하 연방마약국(Federal Bureau of Narcotics)의 독점적 단속권 

한을 종식시키고 마약종류에 따른 단속을 이원화하였다. 그러나 이 정 

책은 집중단속에 따른 마약가격(특히 암페타민류)이 폭등하여 1969년경 

암페타민이 미국으로 역수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1966년 의회 

는 『마약중독재활법 (the Narcotics Addict Rehabilitation Act)~을 통과 

시켰다. 이것은 법원의 감독 하에 마약중독자를 처벌위주의 감옥대신 

치료위주의 재활원에 보내고 그러한 치료목적의 공공의료서비스의 권 

한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위임한 것이다. 이것은 마약정책에서 의학적 

어프로치 (a medica1 approach)의 부활을 의미하는 주요 입법적 변화의 

하나이다. 

1966년 존슨 행정부는 마약남용관련 범죄에 대한 공공의 증가하는 관 

심 에 부응하기 위 해 『대통령 위 원회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ustice: the Katzenbach 

Commission) ~를 설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방마약국 요원의 증가， 교 

도요원에게 마약볍 위반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허용하고， 마약 및 마 

약남용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 다. 1968년 존슨 행정부는 마 

약법집행기관을 재조직하였다. 즉 BÐAC와 FBN을 폐지하고 법무부 내 

에 마약국(the Bureau of Narcotics and Dangerous Ðrugs: BNDD)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로 하여금 연방마약법관련 

단속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째도록 한 조치이다. 이것은 196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마약이 주요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부상하는데 대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3) 닉슨 행정부(1969-1974) 

1969년 닉슨 행정부는 멕시코塵 헤로인(Mexican Black τar)과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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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유입의 급증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특단 

의 조치(Operation Intercept)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미국-멕시 

코 사이에 외교문제로 벼화되어 곧 철회되고 새로운 조치(Operation 

Cooperation)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 · 지리적 측 

면에서 향후 마약문제는 미국-멕시코 사이의 핵심적 외교이슈의 하나 

가 되었다. 멕시코로부터 마약유입의 급증과 함께 상당수가 헤로인에 

중독된 베트남戰 참전용사들 사이에 마약사용 및 남용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깨 백인 중산층 사이에서도 마약사용 및 남용이 급격히 증가하 

면서 마약이 중요한 정치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불법마약 및 국제 

마약밀매에 대해 미국으로 하여금 중요한 정책전환의 계기를 갖도록 만 

들었다. 나아가 마약문제는 美국내정치에서 가장 긴급한 이슈의 하나로 

부상하였다.8) 

결국 념슨 행정부는 1970년 『포괄적 범죄통제법(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J을 제정했는데 이 법의 제2장(τitle m이 『포괄적 

마약남용방지 및 통제법 (Comprehensive Drug Abuse 암evention and 

Control Act: 일 명 Controlled Substance Act)J 이 다. 이 법 은 1914년 해 

리슨 법이 제정된 이래 수많은 마약관련 연방법을 통합하여 1986년 새 

로운 反마약법이 제정될 때까지 연방 및 州마약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법의 새로운 내용은 오늘날까지 연방 및 주법에서 불법마약 

의 남용위 험 에 따라 분류(schedule 1-V)를 처 음으로 시 도한 것이 다. 또 

한 마리화나를 포함한 일부 마약의 단순소지의 경우 처별을 경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9) 그러나 불법마약의 수출업에 대한 처벌과 일부 마 

8) Catherine Larnour & Michael R. L밍nber디(1974) ， p. 60, recited in Chepesiuk(l댔)， 
p.159. 

9) 법안에 따라 『마리화나 및 마약남용에 관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Marijuana and Drug Abuse)~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1973년 보고서는 정부의 마 
리화나 정책과는 달리 마리화나의 사용이 물리적 의존성이나 심리적 해로웅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따라서 마리화나를 수익을 위한 판매 및 유통은 처벌하되 개인적 사용 
및 소유의 非범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美의사협회 (AMA)와 美변호사협회 

(ABA) 등 미국의 주요 NGO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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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련 법집행은 강화된 측면도 있다. 

한편 1971년 닉슨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급상승하는 헤로인 확산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마약과의 전쟁’올 선언하였다.10) 비록 이 선언은 

닉슨 행정부에서 강력한 反마약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치수사학적 표현 

에 불과하였지만 마약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마약중독자를 위한 마약치료 및 재활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이 

크게 팽창하였다)1) 이러한 조치는 1972년 『마약남용 및 치료법(Drug 

Abuse and Treatment ACÙJJ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미국 마약법의 

역사에서 마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기존 마약정책의 

처벌위주왜 문재점을 상쇄할 균형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84년 

『조직범죄에 관한 연방위원회 (the Federal Commission on Organized 

Crime).!1에서 지적했듯 관련예산 및 지출의 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해 실 

행에 옮기는데 실패하였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3장(Title 

Ill)은 마약남용 및 마약밀매 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마약남용전략 

(National Drug Abuse Strategy)의 이정표를 세웠다는데 중요한 의의 

가 있다. 

1973년 닉슨 행정부는 마약관련 단속기관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킬 일 

환으로 BNDD를 포함한 6개의 마약관련 단속기관을 통합하여 법무부내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을 창설하였다. 또 

한 국제마약밀매에 대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위 

원 장으로 하는 위 원회 (a Cabinet εommittee on Intemational Narcotics 

Control: CCINC)를 결성하고 이민국(IRS)내 마약정책프로그램의 개발 

10)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게된 동기는 미국으로의 헤로인 공급을 위해 
생산을 담당한 터키조직과 분배를 담당했던 프랑스조직이 연계된 소위 ‘프렌치 커넥 
션’의 적발이다. 

11) 마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산은 1970년 5천9백만 달러에서 1974년 4억6천2백만 달러 
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리고 1972년 백악관에 마약남용예방특별조치국(the Speci며 
Action Office for Drug Abuse Prevention: SAODAR)을 설립하고 그 책임자로 혜로인 
중독 치료를 위한 메사돈유지프로그램(methadone maintenance program)의 권위자인 
자퍼(Jerome H. Jaffe) 박사를 임명하였다. (Bele따0:2000:277) 

12) Lamour & Lamberti(1974), p. 104, reci뼈 in Chepesiuk(1990),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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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였다. 또한 1973년 닉슨 행정부는 30여 년 이상 지속된 국제 

헤로인 밀매구조인 프렌치 커넥션(French Connection)을 종식시킴으로 

서 국제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려했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 

하게도 닉슨 행정부 동안 마약관련 조직의 통폐합과 예산 및 인원이 대 

폭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렌치 커넥션의 종식을 기점으로 새 

로운 마약남용의 폭발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4) 포드 행정부(1974-1976)와 카터 행정부(1977-198이 

포드 및 카터 행정부 동안 美마약정책은 기본적으로 닉슨 행정부의 

차단전략(interdiction strategy)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멕 

시코 마리화나의 미국유입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었다，13)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 사회적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마약사용의 불가피성을 받아들 

이는 경향이었다. 특히 마리화나와 같은 레크레이션 마약사용에 대해 

일반인 사이에 관용의 분위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美마약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포드 행정부의 『마약남용에 

대한 백서 (the White Paper on Drug Abuse)~에서도 공식적으로 마약 

사용의 완벽한 박멸은 환상이라는 패배감을 받아들였다. 

특히 백서는 모든 마약의 사용은 동등하게 파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약의 수요 및 공급에 대 한 감소전략을 펼 때 헤로인과 같은 중독성 이 

강한 마약류에 대 한 단속에 우선 순위 를 두어 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4) 

이러한 권고는 결국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非범죄화와 코케인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키는 풍조를 만연시켰다. 결국 마약사용에 대한 관 

용적 풍조는 카터 행정부에서 절정에 달해 콜롬비아 코케인 밀매의 성 

장을 간과하여 80년 미국에서 코케인이 ‘선택의 마약’으로 부상하게 만 

13) 닉슨 행정부 동안 멕시코뚫 마리화나에 대한 차단전략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여 1979년 
11%, 1981년에는 4%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70년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는 멕 
시코塵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콜롬비아塵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총유입량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14) Musto(l987),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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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조직적 측면의 변화는 1976년 백악관에 마약남용예방특별조치 

국을 『마약남용정책국(Office of Drug Abuse Policy: ODAP)JJ으로 변경 

하여 1977년 카터 행정부 동안 설립하였다. 그러나 초대 국장(Peter 

Bourne)이 코케인 사용혐의로 사임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후 차터는 정책을 바꾸어 『백악관 마 

약남용전략위원회(White House Strategy Council on Drug Abuse)JJ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αA로 하여금 아프간 반군인 무자헤딘을 지원하기 

위해 반군의 아펀밀매를 묵인 내지는 조장하도록 하였다.15) 이 정책은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아프간 DEA의 요원을 동남아시아로 전출 

시키고 CIA의 마약관련 비밀공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1989년에는 

미얀마와 아프간이 각각 불볍헤로인 생산의 1. 2위를 차지하게 만들었 

다 16) 소위 아프간 커넥션은 아프간 무자헤딘이 아편을 생산하면 그것 

을 파키스탄에서 헤로인으로 정제한 다음 이를 서방에 소비시키는 것이 

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의 국내 헤로인 소비 량이 급증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 가공한 일은 사우디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이러한 더 

러운 국제마약밀매의 순환에서 마약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초국가적 금 

융기관인 BCCI를 이용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의 정보책임자가 이 BCCI에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다)7) 

2. 80년때: 50념대 처벌위주로 회맴 

1) 레이건 행정부(1981-1988): 공급감소전략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新보수주의는 미국의 마약정책을 50년대 처 

15) Chepesiuk(l999), p. 32. 
16) McCoy(1991), p. 22 
17) BCCI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Jordan(l999), pp. 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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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및 통제위주로 회귀시켰다. 가장 커다란 이유의 하나는 미국인들 사 

이에 ‘선택의 마약’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코케인 이용의 급증이었다. 

쿄케인은 콜롬비아의 양대 카르텔인 메데진과 칼리조직에 의해 공급되 

었다. 결국 레이건 행정부가 채택한 마약정책은 마약생산국에서 마약생 

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급감소전략(supply reduction strategy)이 

었다.18) 이에 대한 외교수사학적 표현이 1981년 ‘마약과의 전쟁’ 선언이 

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과거 닉슨 행정부와 비 

교할 때 단순한 외교수사학적 표현이 아니었다. ‘마약과의 전쟁’은 실제 

로 ‘마약戰의 군사화’를 의미하였다. 01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마약 

밀매의 소탕에 군부가 동원됨을 의미한다. 

레이건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은 마 

이애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기원한다. 즉 콜롬비아 메떼진 카르텔이 

코케인의 운반에 이용한 셰스나 경비행기가 보통 마이애미 해안까지 진 

입하여 코케인을 넣은 불건을 바다에 낙하시키면 카르텔의 미국지부가 

고속정을 이용해 운반하는 패턴이었는데 한번은 착륙지점을 잘못 판단 

하여 마이애미의 소도시(Dadeland County)에 옐어뜨리는 설수를 하였 

다. 이를 계기로 레이건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82년 3월 南플로리 다 태스크 포스(the South Florida Task Force)를 

결성하고 당시 부통령인 부시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를 위해 레이 

건 행정부는 DEA와 FBI는 물론 관련 연방요원들을 이 태스크 포스에 

동원하였다.19) 

18) 코케인 압수량이 1981년 2톤에서 ?:l톤으로 상숭하였다.(Ch탱esiuk:20l) 미국의 대표적 

공급감소전략은 1986년 볼리비아에서 미군의 지원으로 실시된 Operation Blast 
Fumace이다. 

19) 레이건은 두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1981년 12월 미국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국제마약밀매행위에 대한 수사 및 억제를 위한 법집행행위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2년 6월 the Drug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ct에 서 the Office of Policy 
Development를 강화한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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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약관련 주요 美국내법 

1906 Pure Food and Drug Act 
1909 Üpium Exclusion Act 

대2전차 前 1914 HarrisonNarcoticAct 
1932 Uniform Narcotics Drug Act 
1937 Mari.iuana Tax Act 
1942 Opium Control Act 

대2전차後- 1946 Act of 8 March 
1951 Boggs Act{미성년자에게 혜로인을 판매할 경우 최고 사형) 

50년대 1956 Narcotics Control Act 

~ι」‘
1964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D(trhueg fe Adbeurasle Control Amendments 행정부 1댔5 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수정) (민주당) 
1966 National Addict Rehabilitation Act 
1970 Bank Secrecy Act and Organized Crime Control Act 

(공행'==l정화ζ L느부당) 1970 ComprehensiveCrimeControIAct(ControlledSubstanceAct) 
1972 Drug Abuse and Treatment Act 
1974 Narcotic Addict Treatment Act 
1982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1984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볍집행기관의 권한 강화) 
1984 Bail Reform Act{마약관련 기소자에 대한 보석허가를 어렵게) 
1985 Drug Abuse Control Amendments 
1986 Drug Free America Act 

레행정화이건 1986 Controll때 Substance Analogue Act 
1986 Comprehensive Methampetamine Control Act (공 1 당님t) 
1986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1986 Anti-DrugAbuseAct 
1988 Chemical Diversion and Trafficking Act 
1988 Anti-Drug Abuse Amendment Act 
1988 Money Laundering Prosecution Improvement Act 
1988 National Narcotics Leadership Act 

부시 행정당부) 
(공화 1990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1992 Intem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클린턴 1992 Domestic Chernical Diversion Control Act 
행정부다。 1994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민주 ) 

1없6 Drug-Induced Rape Prevention and Punishment Act 
※ 굵은 활자는 마약관련 핵심법으로 ‘1914년 법’은 최초의 마약통제법이며， 

‘1970년 법’은 기존의 마약법을 통합한 성격이 있고， ‘1986년 법’은 마약법을 
재통합한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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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행정부의 마약에 대한 超강경정책은 〈표 1>에서 보듯 역대 미 

국 행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反마약관련 법안을 제정한 것에서도 잘 나 

타난다. 특히 1982년 제정된 『국방부 수권법 (the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마약戰의 군사화’를 공식 화한 법 안이 

다. 이 법의 중요성은 남북전쟁의 종식이래 민간문제에 군부개입을 금 

지 하는 1878년 법 (the Posse Comitatus Act)의 수정 을 의 미 한다 2이 따 

라서 국방부는 민간 法집행거관에 군의 훈련， 첩보， 장비 등을 지원함은 

물론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핵병대원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작 

전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역사상 처 

음으로 해군 함정이 콜롬비아 인근 공해 상에서 마약밀매 차단작전에 

동원되었다.20 이러한 강경정책은 60-70년대 마약관용정책에 대한 연방 

예산의 축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처벌위주의 강력한 法집행정책에 연방 

예산의 증액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실제로 마약관련 예산은 1981년 

15억 달러에서 1986년 27억5천만 달러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1985년부터 마이애미 LA， NY과 같은 대도시에서 흡연할 수 있 

는 코케인 형태의 크랙(crack)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마약황금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갱戰이 빈발하였다.22) 이에 대처하기 위 

해 레이건 행정부는 1986년 의회중간선거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처벌위 

주의 反마약정책을 전개했다.잃) 나아가 마약밀매를 “국가안보의 위협” 

으로 간주하였다.24) 이러한 결과가 1986년 미국 마약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反마약남용법 (Anti Drug Abuse Act)~ 이 다.25) 특히 이 법 

20) 남북전쟁 후 북부군이 납부지방에서 점령군으로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문제에 군의 개입을 금지한 규정이다. 

21) Chepesiuk(1999), p. 199 
22) 198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명한 대학농구스타(Len Bias)와 미식축구선수(Don 

Rogers)의 코케인 중독사망으로 레이건은 TV연설에서 마약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無관용(Zero tolerance)을 선언하였다. 

23)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마약을 지적한 사람이 1985년 2%에 
서 1989년 38%로 폭증하였다. (Bere마‘0:20때:306) 

24) Marby(l989), p. 3. 
25) 이 볍안에 따라 F마약 없는 미국을 위한 백악관회의 (the White House Confer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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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약을 국제정치적 이슈로서 ‘국가안보’의 문제로 간주한 최초의 법 

이다. 이 법은 국내 마약남용 및 국제마약밀매를 억제하기 위해 17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하고 학교인근에서 마약을 팔거나 청소년을 마약판 

매자로 고용한 딜러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었다. 이 예산 중에서 

겨우 14%인 2억 3천만 달러가 치료 및 예방교육에 할당되었다.26) 이런 

맥락에서 1985년이래 낸시 레이건 여사의 수요감소전략의 일환으로 전 

개한 反마약캠페인(“Just Say No" to Drugs, Drug-Free Society 등)은 

연방예산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전개되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약이 정치 • 사회적 주요이슈의 하나로 부 

상하였다. 이의 결과가 1986년 마약법을 수정한 1988년 『反마약남용볍』 

이다.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백악관에 장관급 『국가마약통제정책국 

(th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의 설 립 이 다. 이 

기구는 매년 마약정책에 대한 장 · 단기적 청사진인 『국가마약통제전략 

(Nationa1 Drug Control Strategy)~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 책 임 (user accountability)’의 개 념 을 강조한 것 이 다. 이 

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마약정책은 사용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정책보다 

는 마약관련 살인의 경우 최고 사형과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이 강조되 

었다. 그러나 베글리(Bruce Bagley)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美역사상 

레이건 행정부처럼 마약과의 투쟁에 그렇게 많은 노력， 그렇게 많은 예 

산， 그렇게 많은 反마약법을 제정한 행정부는 없었으나 임기말 거의 모 

든 사람들은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앙) 주 

요 실패원인으로는 원칙 없는 리더십， 反共우선정책， 관료적 내부투쟁， 

그리고 부적절한 자원배분 등이 지적되었다.잃) 

Drug • Free America)~가 설립되었고 1988년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국무부로 

하여금 매년 3월 마약관련 협력국과 非협력국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6) Bere마w(2α)0)， p. 307. 
27) Bagley(1988), p. 167. 
28) 실패의 한 증거로 레이건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순수 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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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시 행 정 부( 1989-1992): 공급감소전 략 

20세기 통틀어 미국에서 마약은 주기 적으로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지 

만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그것은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다. 특히 레이 

건 행정부 하에서 마약정책의 실패는 급기야 198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n)을 비롯한 일부 마약관련 합법 

화론자들과 非범죄화론자들의 목소리를 급부상 하게 만들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마약정책은 국가마약통제정책국(1989년 초 

대국장은 William Bennett)이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한 1989년 보고서 

(2007년까지 마약사용의 50%를 감축)에서 잘 나타나듯이 한마디로 레 

이건 행정부 마약정책의 답습야다.29)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매년 70 

억 달러의 마약예산을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증액된 22억 달러의 70% 

를 법집행기관에 할당하였다. 부시 행정부 마약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마약戰의 군사화’이다。 

첫째， 1989년 파나마 대통령인 노리에가를 마약밀매혐의로 압송하기 

위한 파나마 침공에서 보듯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된 ‘마약戰의 군사 

화’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임에 

도 불구하고 미국은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 

의 ‘마약戰의 군사화 정책’은 페루와 볼리비아에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를 

투입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마약戰의 

군사화 정책’에 내포된 의미이다. 하나는 미국의 많은 군사지도자들은 

군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군사지도 

인의 가격이 1981년 kg당 6만 달러에서 1988년 kg당 1만 달러로 하락한 것은 여전히 
코케인이 중남미로부터 대량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Bagley:l잃8:166).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후에 의회청문회에서 밝혀진 이란-콘트라 스캔들이다(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Terrorism, Narcotics, and 
Intemational Operations:1989:41) 즉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CIA, 콜롬비아 메데진 카르 
텔， 니카라과 콘트라스 반군 등의 더러운 삼자동맹에 의해 이루어진 소위 니카라과 커 
넥션이다. 

29) 1989년 4월 CIA는 對마약센터 (Counter Narcotics Center)를 설립하고， 1994년 국제범 
죄에 새롭게 대처하기 위해 對마약 및 범죄샌터(Counter Narcotics and Crime Center) 
로 확대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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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軍은 공산주의와 테러리즘으로부터 美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軍수뇌 

부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원한 것은 냉전종식에 따른 의회의 군사비 

축소 움직임에 하나의 저항수단이었다. 실제로 1989년 H월 의회는 향 

후 5년 동안 국방예산을 1억 8천만 달러 삭감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실 

이 액수는 작은 수치이지만 그 동안 국방예산이 매년 증액된 사실로 비 

추어 국방예산의 삭감은 美군부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것이 당시 

국방장관 덕 체니로 하여금 ‘마약戰의 군사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 

를 제공하였다. 다른 하나는 래이건 행정부의 反共우선정책과 마찬가지 

로 노리에가도 부시가 70년대 CIA 국장일 때 키운 존재이다. 

둘째， 부시 행정부의 ‘마약戰의 군사화’는 마약생산국인 콜롬비아， 페 

루， 볼리비아 등 안데스 국가들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로 나타났다. 

이것이 1989년에서 발표된 『안데안 전략(the Andean Strategy)~ 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안데스 국가들의 군부를 강 

화하기 위해 해당국가들에게 매년 4-5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 액수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7배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1991년 미국 反마약정책 예산의 70%가 중남미 코케인의 미국유입을 차 

단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 부시 행정부는 처음으로 안데 

스 3국의 정상들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회동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정책을 논의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년 12월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볍 (Andean Trade Preference Act)을 의회에 요청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대통령은 안데스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관련품목들에 대한 무관세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말에 마약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았 

다. 1991년 국가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상 크랙사용자의 비 

율은 상당부분 하락하였지만 엄격한 처벌위주와 공급감소전략의 마약 

정책에 대한 한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의 비판이 드세었다. 특히 처벌위 

주의 ‘마약과의 전쟁’은 교도소 수감인원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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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결국 1992년 대선 캠페인에서 레이건 및 부시의 ‘마약과의 전쟁’ 

은 고비용과 저효율은 물론 오히려 마약남용과 마약폭력의 증가라는 부 

정적인 현상이 등장한데 따른 비판 토론장이 되었다. 

뽑。 90뿔뼈: 60-70쩔뼈뿔 화뽑 

1) 클린턴 행정부(1993-2000): 수요감소전략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부시 행정부 

의 6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면서 마약정책의 공급감소전략과 수요감소 

전략의 균형 있는 정 책을 추진할 것을 공약하였다. 특히 그는 공급감소 

전략의 일원인 마약밀매의 직접적 차단정책보다는 마약생산국의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통한 간접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클린 

턴 후보는 당선된 뒤 前뉴욕시 경 찰국장(Lee Brown)을 새 로운 백 악관 

마약국장에 임명하고 ONDCP의 스태프를 146명에서 25명으로 대폭 경 

감하였다. 나아가 그는 1993년 고어 부통령을 중심으로 DEA를 FBI에 

합병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뜻을 이 루지 못했다.3D 그러나 당시 의 회 

를 장악한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ONCDP 스태 
프를 다시 40명까지 증원시키고 그 기관의 예산도 요청한 580만 달러에 

서 두 배 가량인 1，110만 달러 를 책 정 하였다. 

1993년 3월 법무장관(Janet Reno)은 미국의 마약정책을 수요감소전략 

에 치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동년 10월 국방장관은 

군부는 기존 反마약예산(묘억 7천만 달러)의 71%까지 차지한 차단정책 

을 위한 예산비율을 묘%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신 마 

약생산국에 지원했던 군사장비들은 5% 증가한 16%로 책정하였다. 클 

린턴 행정부는 1994년 2월 새로운 국가마약통제정책의 전략을 발표하 

30) Bere마‘0(2000)， p 잃4. 

31) Eaton(l998), recited in Chepesiuk(1999),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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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요감소정책을 강조하고 마약생산국들에 대한 경제지원의 필요 

성을 재차 강조하였다.32) 그러나 경제적 지원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저u기에 마약차단정책에 할당된 1억 달러의 예산도 

1/2인 5，690만 달러로 경감시켰다. 이에 따라 1992년 연 70.3톤의 코케 

인 압수량이 1995년 37.1톤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헤로인 소비가 급증하는데 대한 대책으로 1993년 11월 클린턴 행정부는 

헤로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1995년 6월까지 아 

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사용하는 

헤로인의 주요 생산국인 미얀마에서 미국의 다른 외교정책의 현안에 균 

형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反마약정책이 여전히 美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종속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1996년 8월 美보건복지 부(U.S. Dept. of Hea1th and Human 

Services)는 미국 청소년의 마리화나， LSD, 코케인의 사용이 105% 증 

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1996년 대션에서 공화당 후보인 돌 

(Robert Dole)은 反마약캠페인으로 “Just Don ’t Do 1t"을 제안하였다. 

클린턴 후보는 1996년 9월 안데스 국가를 포함한 베네수엘라와 카리브 

국가플에 反마약정책을 위해 7.500만 달러의 군사장비를 지원할 것이라 

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마약 이슈는 당시 대선 이슈에서 5번째 순위에 

불과하였다.잃) 이것은 양 후보가 反마약정책에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 결국 1996년 11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저널 (National Review)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결론짓고 마 

약의 합법화를 다시 제기하였다. 

32) Chepesi뻐(1않핑)， p. 36 
33) Chepesiuk(l999l,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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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 없서뼈: 80뽑때뿔 훨맴 

1) 부시 행정부(2001-2004): 공급감소전략 

부시 행정부의 마약정책은 그의 아버지인 부시 행정부에서 마약국 차 

장을 역임한 존 월터스(John Walters)를 마약국장으로 임명한데서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잉) 월터스는 대외적으로 마약생산국에서의 원초적 

차단인 공급감소전략의 찬성론자이며， 대내적으로 非폭력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처벌강화와 마약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론자이다.35) 대신 

월터스는 反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反마약광고를 위한 연방예산을 약 

물남용예방센터 (1억 7，500만 달러)와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2억 2，490만 

달러)의 예산보다 더 많이 할당하여 실시 중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마 

약사용은 오히 려 증가함으로써 그 효과에 의문성을 제기 받았다.36) 이 

런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의 마약정책은 레이건 행정부와 그의 아버지가 

추진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즉 대외적으로 안데스 지역에서 마약소탕을 

위한 ‘마약戰의 군사화’ 이며 대내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시 행정부의 대외마약정책은 클린턴 행정부가 

물러나기 직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콜롬비아 플랜(Plan Colombia) ~ 

이며， 대내적으로는 엑스터시에 대한 제재법인 RAVE(the Reducing 

America’s Vulnerability to Ecstasy) 법의 제정추진이다. 전자의 경우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에 의하면 미국은 콜롬비아 플랜을 포함해 

34) 월터스 견해와는 탈리 DEA 청장인 아사 허치슨(Asa Hutchison)과 국방장관인 럼스펠 

드는 마약남용의 수요감소전략에 집중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월터스의 주장이 채택되었 

다. 특히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그의 인준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공급감 
소전략을 맹렬히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콜롬비아 플랜을 비판하면서 설사 콜롬 
비아에서 마약공급을 막는다 하더라도 풍선효과(ballon effect)에 의해 다른 곳에서 공 

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1/09/21 
& 02/03/30) 

35)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1/09/11. 
36) “Evaluation of the National Youth Anti-Drug Campaign: Forth Semi-Annual Report 

of Findings," recited in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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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9년이래 마약재배 억제정책을 위해 총 17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사진의 판독자료는 2애1년도 콜롬비아에서 코가잎의 생 

산은 오히려 25%까지 증가했음을 보여주면서 그 효율성이 의심받고 있 

다.37) 후자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기 직전 백악관 마약국장(베리 

맥카프리)은 미국에서 마약중독자는 약 500만 명이며 특히 암페타민류 

의 엑스터시(Ecstasy: MDMA)가 2애0년에 1995년에 비해 2배가 급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마리화나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RAVE 법 추진에 원동력을 제공하였다.38) 

특히 후자의 경우 9월 테러사건으로 美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아 

프간戰과 反테러리즘의 광풍이 다소 잠잠해진 2002년 6월 상원 법사위 

원회에서 RAVE 법이 청문회 없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넘겨졌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범죄小위원회에서도 심의되었으나 올해엔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상원은 12월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각종 야외 음악회 혹은 야간 댄스장 

에서 청소년들의 엑스터시 남용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벤트를 주최한 업자는 만일 고객이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사용하거 

나 판매한 것이 발각될 경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고 20년 

을 연방감옥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연방범죄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암환자 등에게 

의학적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제공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 

된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非범죄화와 의학용 사용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들은 RAVE 법 이 인간자유， 표현의 자유， 춤출 권리， 재산권의 자유 등 
과 같은 기본권을 무시하며 나아가 청소년 댄스장의 지하화를 유도할 

뿐이라고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39) 

부시 행정부의 대외마약정책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특이한 점은 테 

37)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3/15 & 02/æ/06 
38) 연합뉴스， 01/01/05 & 01/02/20. 
39)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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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戰과 마약戰의 연계이다.때) 미국은 아프간 탈리반， 콜롬비아 무장혁 

명군(FARC) , 페루의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 그리고 헤즈 

볼라와 같은 일부 중동지역의 테러조직들이 그들의 활동자금을 마약밀 

매로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한다.41) 부시 행정부는 이 전략을 2002년 6월 

국토안보부에서 反마약노력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 

작하였다. 한마디로 미국은 테러戰과 마찬가지로 ‘마약戰의 군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테러리즘-마약밀매의 연계는 21 

세기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III 。 며국 마약쟁책의 썰패원염: 정책왜 여중성 

$ 。 왜와빽약쩔핵옐 01훌훌섬일흘(뿔rtific뼈8뼈)’9.1 01훌 참왜 

대외적으로 미국의 反마약정책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마약관련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는 美국내법을 통해 이루어진 

다. 국제협약과 같은 마약관련 국제통제레짐은 〈표 2>에서 보듯 1912 

년 최초의 협약을 시작으로 1988년 기존의 모든 마약관련 국제협약을 

통합하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문제는 마약생산 및 

사용에 대한 각국의 문화적 독특성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로 기존 

마약관련 국제협약을 채정할 때마다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가장 중 

요한 한계의 하나는 서명국이 국제협약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는 것이다. 1988년의 협약을 보더라도 모든 

서명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국제협약에 일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 

40)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1/09/29. 
41) 美법무부 副차관보(Micahel Chertoff)는 의회청문회에서 “테러리즘은 조직범죄와 마약 

밀매와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http://www.cnn.com/2001/us/09/26/inv.따ug.money/ 

index.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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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약관련 국제협약 

t 얹짧 F씨‘ γ 훨약혈청ι? 끼 ι 것 ι 햄、씹혜용 ‘ ;꺼 

1912 The Hague Opium Convention 
최초의 마약(아편)통제를 위한 국제 
협약 

1925 The Geneva Convention 
마약생산에 대한 통계제출의 의무를 
부과 

The Convention for Limiting the 의학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한 마약 
1931 Manufacture and Regulating the 생산에 대한 제한을 위해 할당제를 

Distribution of Narcotic Drugs 도입 

1936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

마약밀매관련 범죄 인에 대한 인도 
sion of the Illicit Traffic in Dan-
gerous Drugs 절차를 간소화 

1946 The Geneva Protocol 
기존 협약에 대한 국제연맹의 권한을 
국제연합에 이양 

1948 The Paris Protocol 
세계보건기구에 중독성 마약류의 
통제권한을 부여 

1953 The Opium Protocol 
의학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한 아편 
사용제한 

1961 
The Single Convention on Nar 1936년 협약을 제외한 기존 협약을 
cotic Drugs 통합 

1971 The Convention on Psychotropic 32가지 향정신성 마약에 대한 엄격한 
Substances 국제통제 

1972 The Geneva Protocol 1961년 협약 g 개정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I - 국내법을 국제협약에 일치하도록 
19881 ~gainst lllic,it !raf~c ,in ~arc，?t!cs 의 무를 부과 

Dstraungcses and Psychotropic Sub- - 그러 나 서 명 국의 법 률조항에 대 한 
개업금지 

다. 이것은 국내볍과 국제협약의 차이에서 오는 마약사범의 도피를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정불간섭원칙 (2조 3항)과 처벌조항의 유 

통성 (3조 4항)으로 인해 1988년 UN협 약조차 실 질 적 인 강제 력 을 부과하 

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머국이 추구하는 주요 외교정책 현안들의 원 

칙들이 진정한 의미의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주의라기보다는 미 

국의 국가이익을 확대 및 재생산하기 위한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했다 

는 것은 두말할 펼요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마약관련 외교정책 

의 기조도 철저한 현실주의의 입장에 따른다. 이것은 마약정책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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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근 6년간 『꿈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으| 평가 

마약생산국 
@마약퇴치 
협력국 | 때국 | 없개국 

@ 제재대상 | 벨려제/레바논 | 캄보디 c}j파키스탄 
제외국 | 파키스탄 | 콜롬에 otj파라과이 

| 미얀마/아프간 l 
@ 마약퇴치 Ill~~~~~;:~~~ r\l I 01 얀n싸프간 | 시리 o}/나이지리아 | 
*협력국 1'1 '1 ~~1~11:~1 '1 -11 이란/나이지리아 | 콜롬비아 | 

짧게국 

@개국 | 때개국 } 때개국 매개국 
캉보다아/파라과이 | 캄보디아/파라과이 | 캄보디아j I 아이티/ 
0}이다/나이지리아 | 아이티/나이지리아 | 아이티 | 아프간 

I u1 clo~/o 표 l I u!얀utj I 미얀마N프간 | 미 ~otfot!ι | 아프간 l 미얀마 

출처 : Dept. of State, Intem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π， 1없7-2때2. 

이 추구하는 보다 더 우선 순위에 있는 정책에 언제든지 종속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 

기가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이 

후 부시 행정부는 反테러리즘을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 최 

근에는 대량살상무기와 反테러리즘을 동일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反테러리즘과 反마약정책이 충돌할 경우 마국은 전자 

를 선택한다는데 미국 마약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런 정책 

적 선택이 대외적으로 美마약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냉전기간 이러한 마약정책의 이중성은 H장에서 간헐적으로 논의한 

反共우선 정책에서 뚜렷이 나타난다.42)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마약외 

교정책은 냉전시대의 정치적 우선 순위에 따라 종속된 것처럼 변함없 

다. 다시 말하면 냉전기간 미국의 마약정책은 반공정책에 밀려 2순위였 

지만 탈냉전 이후 특히 現부시 행정부에서도 反테러정책에 밀려나고 있 

다. 미국 마약정책의 이러한 정치성은 〈표 3>에서 보듯 1987년부터 시 

작되어 매년 3월 美국무부가 발표하는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ter

nationa1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에 그대로 나타난 

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인증절차(ce 따ication 

42) 상세한 내용은 조성권(2001)， pp. 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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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이다.43) 마약생산국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대통령은 다음의 3 

가지인 @ 마약퇴치협조국(full certification), (2) 마약퇴치非협조국이나 

美국가안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vital nationa1 

interests) @ 마약퇴치非협조국(non-certification)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2월말 국무장관은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여) 

구체적으로 〈표 3>의 자료에 따라 클린턴 및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 

로 미국 마약외교정책의 이중성을 세계 최대의 코케인 생산국인 콜롬비 

아와 세계 최대의 아편 및 헤로인 생산국인 아프간을 사례로 논의하자. 

먼저 부시 행정부 反마약외교정책의 중심인 콜롬비아의 사례를 살펴보 

자. 1994년 8월 삼페르(1994-1998)가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콜롬비아 최대의 코케인 조직인 칼리 카르텔은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 

었다”고 외치며 즐거워했다는 언론보도는 후에 DEA가 대통령 선거동 

안 칼리 카르텔이 삼페르 대선 진영에 6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했 

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사실로 나타났다쩌) 이를 계기로 미국은 1996년 

과 1997년 처 음으로 콜롬비 아를 마약퇴치 非협조국으로 분류하고 對마 

약관련 원조자금을 중단하고 각종 경제원조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70년대 중반이래 최근까지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소비하는 코케인의 

주요 생산국이다. 문제는 1974년 콜롬비아의 소위 국민연합(Nationa1 

Front)이 해체된 이래 역대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정책은 공식적으로는 

反마약정책을 추진하였지만 非공식적으로는 우호적 내지는 묵인하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였다쩌) 가장 커다란 이유의 하나는 콜롬비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종종 국제수지의 악화가 역대 정부로 하여금 매 

43) 마약퇴치협조국에 대한 인증절차는 다음의 3가지 국내법인 CD the 1988 Omnibus 
Drug lnitiative Act, (Z) the 1989 IntemationaI Narcotics Control Act(미 국의 경 제 및 
무역정책을 마약통제와 연계)， @ the 1992 IntemationaI Narcotics Control Act(대외원 
조법에 마약생산국이 대외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회에 대해 인정받고 certification 
하는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에 의해 결정된다(Perl:1994:62←67). 

44) 조성 권 • 장노순(2000)， p. 257. 
45) 조성 권(1998)， p. 124. 
46) 상세한 내용은 조성권(1998) ， pp. 116-124. 



美國 마약정책의 변화와 실패: 거버넌스의 이중성 247 

년 마약밀매에서 파생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非공식 외화수입을 유 

혹하도록 만든 것이다，47) 수십년 동안 콜롬비아 역대 정부의 이러한 온 

건 마약정책이 궁극적으로 오늘날 콜롬비아를 멕시코와 함께 마약부패 

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만들었고 결국 ‘마약민주주의 (narco-dernocracy)’라 

는 오명을 제공하였다. 

콜롬비 아에서 나타나는 마약부패의 심 각한 현상에 도 불구하고 삼페 

르 정부를 제외하고 미국은 역대 콜롬비아 정부에게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美국무부가 마약관련 평가기준을 제시한 목적의 하나가 

마약생산국의 마약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임을 볼 때 미국이 20여 년 넘 

게 여전히 세계 최대의 코케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마약퇴치 협력국으 

로 간주한 것은 분명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은 최근 부시 행정부의 『콜 

롬비아 계획 (Plan Colornbia)~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난다. 이 계획은 앞 

에서도 지적했듯 아버지인 前부시 행정부(1989-1992) 동안 실시했던 反

마약정책인 『안데안 이니셔티브(Andean lnitiative)~와 대동소이하다. 

한마다로 공급감소전략이다. 

총 13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된 이 정책의 핵심은 콜롬비아 마약생산 

지역에 대한 제초제(toxic herbicide)의 공중살포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콜롬비아 군부를 동원하는 것이며 그 동원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反

마약의 명목으로 군사지원(블랙호크 헬리좁터 등)을 하고 있다. 제초제 

의 공중 살포에 따른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코카재배의 농 

민들을 아마존 밀림 속으로 몰아내어 궁극적으로 ‘세계의 허파’인 아마 

존의 산림파괴 등)은 차지하더라도 2002년 8월 새로 당선된 콜롬비아 

우리베 정부는 역대 콜롬비아 정부가 그랬듯 미국의 군사지원을 反마약 

작전보다는 對게릴라작전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군 

사원조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轉用을 부시 행정부는 핵심 대외정책인 

47) 콜롬비아 중앙은행 총재이며 경제학자(Saloman Kalamanovitz)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마약밀매로 획득한 외화는 GNP의 5%인 35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NYT:95/11/ 
2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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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테러리즘이라는 미명아래 묵인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정책적 이중성이 미국 대외마약정책 실패의 핵심원인이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차의 전통적 反美감정 때문에 콜롬비아에 대한 미 

군의 직접개입보다는 간접개입을 선호한다. 탈냉전후 미국이 콜롬비아 

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反마약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콜롬비아 북 

부지대에 산재한 미국기업 소유의 송유관 보존이기도 하다. 콜롬비아 

게릴라 중에서 특히 민족해방군(Ejercito Liberacion Nacional: ELN)은 

反美투쟁의 일환으로 주로 美송유관을 전문적으로 폭파하는 조직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의 『콜롬비아 계획』은 反마약정책이라는 미 

명하에 콜롬비아에 투자한 미국석유산업의 보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 

근 부시 행정부의 ‘테러라즘-마약 연계 (terrorism -drug trafficking 

nexus)의 강조는 우리베 정부의 이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미국과 콜롬 

비아의 이해의 일치는 우익 準군사집단(par뻐패taηT)과 콜롬비아 군부 

의 유착을 묵인하게 하며 準군사집단의 마약밀매를 묵인하게 만들고 나 

아가 그들이 농촌에서 양민학살과 같은 수많은 인권남용을 일으키는데 

공헌하고 있다.얘) 한마디로 미국 마약정책 이중성의 새로운 부작용이다. 

콜롬비아 군사지원에 대한 최근 美상원 청문회에서 美남부군사령군 

(육군소장 Gary Speer)은 미국의 법을 바꾸어서라도 콜롬비아 군에 대 

한 직접군사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49) 현재 부시 행정부는 콜롬비 

아 북부지역에 산재한 미국 석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反테러라는 명목 

으로 콜롬비 아에 3，500만 달러 의 긴급군사원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적으로 5억 7，200만 달러의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50) 부시 행정부는 

외교수사학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현재 400명의 군사 및 400명의 시민지 

원단이며 그 외에는 추가적 인적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 

48)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2/08. 
49)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4/25. 
50) 이상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1따낌6 요약 시민지원단이란 
용병을 의미하며 이들은 대부분 군출신들이 운영하는 美민간기업에서 고용된 요원들 
이다(연합뉴스:01/0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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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해외에서의 ‘마약과의 전쟁’을 ‘테러와의 전 

쟁처럼 점차적으로 미군 전투병의 직접개입을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화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美마약정책은 더욱 이중성을 

띨 것이다. 

아프간의 경우 〈표 3>에서 나타나듯 클린턴 행정부 내내 미국으로부 

터 마약퇴치 非협조국 명단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2001년 3월 

부시 행정부에서도 아프간은 非협조국 명단에 그대로 남아있다. 물론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당시 아프간의 실질적 지배자인 탈리반 정권이 오 

사마 빈 라덴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은 물론 그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 

는 反美정권이기 때문이다. 원래 탈리반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 

공한 이래 미국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CIA가 키운 무자혜딘의 후손이라 

고 말활 수 있다. 여기에 라덴도 적극 개입하였다. 그러나 1989년 소련 

이 아프간으로부터 철수하고 90년대초 소련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무자 

헤딘은 미국으로부터 소위 ‘버림’을 받았다i 

90년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탈리반은 북부동맹과 내전을 벌이면 

서 아프간 영토의 90%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아프간을 대표하는 정권 

으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라덴의 알-카이다 조직에 의한 9.11 테 

러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라덴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 

탈리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북부동맹을 지원하였고 현재 아프간은 親

美성향의 북부동맹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문제는 탈리반 

과 마찬가지로 북부동맹도 현재 아편 및 헤로인 밀매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아프간에서 아편생산이 아프간戰으로 인해 2001 

년 185톤으로 급감했지만 아프간戰이 종식된 2002년엔 3，400톤으로 급 

증할 것이라는 추산에서도 잘 나타난다，51) 모든 마약생산국이 그렇듯 

아프간 임시정부도 마약밀매로 획득되는 외화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아프간 임시정부는 수사학적으로 양귀비 재배대신 대체 

작물을 재배할 경우 에이커당 500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선언하 

51)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etter, 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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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양귀비 재배를 할 경우 에이커 당 6,400 달러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52) 

2002년 3월 부시 행정부는 아프간 임시정부를 反테러를 위한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이유로 마약퇴치非협조국 임에도 불구하고 非협력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지원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기- 임시정부의 아편 및 헤로인 밀매를 통한 세금징수에 대해 묵 

인하는 정책을 취함을 의미한다.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모순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와 마약협력국 리스트의 경우에 확연히 나타난다. 테 

러지원국 리스트의 경우 클펀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탈리반 정권은 

라덴과 연계하여 아프리카주재 미국대사관에 폭탄테러를 지원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보복 미사일공격을 받았지만 미국은 탈리반 정 

권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러지원국 명단 

에 포함시킬 경우 미국은 反美국가인 탈리반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마약협력국 리스트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는 아프간을 마약퇴치非협 

력국 명단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아프간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두고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는 국가로 인 

정하지 않고 마약퇴치非협력국 리스트에는 국가로 인정하는 모순된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美마약정책의 경우 더욱 모순적인 것은 아프간 탈 

리반 정권이나 현재의 임시정부 모두 아편 및 헤로인 밀매에 국가가 지 

원하는 패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反美국가란 이유로 경제적 제 

재를 가하고 후자는 親美국가란 이유로 경제적 제재가 아닌 오히려 경 

제지원을 하는 이중적 정책이 오늘날 미국을 마약천국으로 만든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며 美대외마약정책 실패의 근원이다. 

한편 美대외마약정책의 이중성은 볍집행기관들 사이의 불협화음과 

非협조로 이어졌다. 이러한 예는 냉전동안 대통령 직속의 CIA와 법무 

부 산하의 DEA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양기관사이의 불협화음 

52)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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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非협조는 그들 각각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다‘ 전자의 최 

우선 과제는 소련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反共이었고 후자는 미 

국으로의 마약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反마약이었다. 문제는 2차대전이래 

레이건 행정부까지 反共 vs. 反마약정책이 상호 충돌할 경우 대부분 역 

대 미국 행정부들은 전자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것의 가장 

커다란 부정적 부산물이 동남아， 니카라과， 아프간 등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CIA가 국제마약밀매에 직 g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부추이거나 혹 

은 묵인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않) 

2. 뿔빼빽약뿔책멸 뼈$훌철 2뻗뿔뿔 맹용 g 빽!’뿔 

미국 국내 마약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연방마약법 

과 州마약법과의 모순이다. 州마약법이 연방마약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전자가 무효화되지 않는데 더 큰 모순이 있다. 물론 이러한 모순은 미 

국 연방정부의 생성기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제 10차 수정헌법은 연 

방권한에 대한 주권한의 상대적 톡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없) 최큰 美

국내에서 정치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리화나관련 법적 측면을 일 

례로 살펴보자. 1970년 연방마약법 (the Controll어 Substances Act)은 

마리 화나를 헤로인과 같이 중독성 이 강한 X급 마약(schedule 1)으로 분 

류하고 마리화나의 재배 생산， 소유를 불법화하였다.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 주에서도 주법에 이 조향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점 

차 많은 주(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8주)에서 마리화나의 

의학적 목적을 허용하는 정책이 주법으로 채정되었다.닮) 소위 마리화나 

53) CIA의 국제마약밀매에 대한 직 • 간접적 개입사례들은 조성권(2001)， pp. 186-189. 
54) 원문은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55)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etter, 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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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非범죄화 정책이다. 

非범죄화 정책이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간략히 말하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마약밀매는 형사처벌하지만 개인적 목적을 위한 사 

용이나 소지의 경우 벌금형 혹은 치료조건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 유럽의 경우 선구적인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 

투갈 등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마리화나는 물론 코케인 

과 같은 마약도 非범죄화를 실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 

우 마리화나관련 非범죄화 정책과 함께 암환자 AIDS 환자 또는 심각 

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통증경감 효과가 있는 마리화나를 의사 

처방전과 함께 의학용으로 인정하는 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1970년 연방마약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1급 

마약은 어떠한 이유로든 의학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마약법에 위헌이 되는 의학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법안 

(담oposition 215)이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닮) 

나아가 최근 非폭력 마약사범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는 물론 식료쿠 

폰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非범죄화 법안(단oposition 36) 이 캘리포니 

아 의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57) 그리고 

2002년 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市가 의학용 마리화나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를 합법화하자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즉각 위헌임을 

주장하였다.많) 또한 2001년 6월 네바다주는 州헌법 수정을 통해 마리화 

나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함은 물론 개인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사용 혹 

은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대신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非범죄화 법을 제정 

하였다.59) 2002년 7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의 

56)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1/06/30 
57)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9/06. 또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법안 등이 얘리조나(Proposition 200)에서는 실행 중이고 나아가 콜로라도， 노스캐롤라 
이나， 위스콘신， 플로리다， 오하이오， 미시건， 매렬랜드 주 등 여러 주에서 법안이 상정 
중이다. 

58)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7/26. 
59) 최근 네바다는 마리화나를 3온스까지 개인적 소유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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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처방전과 함께 마약의 소지 및 획득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 

였다.60) 이러한 네바다주의 마리화나관련 헌법수정과 캘리포니아 대법 

원의 판결은 2001년 5월 연방대법원이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의 최종판결에서 대법관 9명 전원이 1970년의 연방마약 

법이 합헌임을 정식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정면도전이었다는데 더욱 심 

각한 문제가 있다.61) 

美국내에서 마약관련 연방볍과 주법의 상호충돌은 궁극적으로 마약 

사용 및 남용자에 대한 국가정책에서 파생된다。 II 장에서 고찰했듯이 

1914년 최초의 마약통제법인 해리슨 법이 통과된 이래 미국은 형사처벌 

위주의 범죄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고 1951년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 

매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보그스 법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 

다. 그후 미국 마약정책은 60-70년대 부분적으로 치료 및 재활을 강조 

하는 마약정책을 전개했으나 80년대 다시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90 

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치료 및 재활이 再강조되지만 최근 부시 행정 

부에서 강경정책이 재등장하듯 미국의 마약정책은 기본적으로 처벌위 

주의 범죄화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마약관련 강온정 

책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약관련 이러한 강온정책의 반복 

이 연방법 VS. 주법의 이중성을 부분적으로 부추긴 측면이 있다. 더구나 

미국 연방정부의 마약정책이 非범죄화를 추진하더라도 모든 주들이 연 

방법에 따라 주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는 여전허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는 마약문제는 범죄화 VS. 非범죄화 정책의 문 

제라기보다는 연방법 VS. 주법이 존재하는 미국의 독특한 이중성을 지 

닌 법적 구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이다. 그러나 공개적인 사용 및 미성년자의 사용은 여전허 불법이다. 그리고 네덜란 

드처럼 州소유의 가게에서만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화를 추진 
하고 있다(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7/26). 

60)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7/26. 
61)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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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예는 캘리포니아주 여러 카운티에서 DEA가 AIDS 및 암환자에 
게 통증해소용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클럽에 대해 대대적 

인 집중단속을 단행하여 많은 환자들을 연방마약법 위반혐의로 구속하 

였다. 문제는 마리화나를 사용한 환자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행위였다는데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연방정부에 

소송중이며 그들은 2000년 대통령 유세 중에서 現부시 대통령이 마리화 

나의 의학적 사용 여부에 대해 주의 권한을 인정하는 공약을 위반했다 

는데 분노하고 있다.62) 또 다른 문제는 연방법에 따른 DEA의 조치가 

이들 환자들로 하여금 암시장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부 

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뉴멕시코 주지사(Gary Johnson)가 미국에서 마약문제 

의 90%는 법적 문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10%가 마약남용에서 유래한 

다고 지적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63) 이것은 마약관련 연방통 

계에서도 잘 나타난다.FBI의 연례범죄백서에 의하면 2001년 미국에서 

마리화나관련 마약사범수는 약 72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없) 마리화나에 대해 2001년 USA Today, CNN, Ga11up에 의 

한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견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30년 전 최초의 여론조사에서 25%에서 2000년 31%, 

2001년과 2002년도에는 34%가 찬성하였다. 2002년 10월에 실시된 

Time/CNN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72%가 마리화나의 非범 

죄화 정책을 지지하며 약 80%가 의학용 마리화나의 합볍화를 지지하였 

다.65) 이러한 美국민의 마약관련 의식변화는 마약관련 주법의 개정 및 

제정에 부분적으로 공헌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처벌위주의 연방마약법 

과 더욱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방법 vs. 주법의 이중 

적 구조가 美국내마약정책의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실패의 한 요인이 된다. 

62)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9/27. 
63)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3/15 
64)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11/01. 
65)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1/08/31 & 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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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쩔 훌 

2차 대전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마약정책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 라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구현 

되어왔다. 앞에서 지적했돗 단지 그러한 현실주의는 냉전기간에는 반공 

의 명목으로 脫냉전기에는 먼주주의의 확장으로 그리고 최근 부시 행정 

부에서는 反테러리즘의 미명아래 외교수사학적으로 포장되었다. 불행히 

도 미국의 국가이익 우선 정책은 마약정책의 경우 국가의 일관된 원칙 

없이 보다 더 큰 국가이익을 위해 항상 변동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히 

였다. 바로 마약정책의 이중성이며 美마약정책의 근본적 실패원인으로 

귀결된다. 미국의 국익이나 혹은 의도에 협력하는 국가들은 비록 그들 

이 국내외에서 마약생산 및 밀매를 묵인하는 경우에도 리스트에 포함시 

키지 않거나 포함시키더라도 美국익의 명분으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 그러나 공산국가 혹은 反美국가들이 마약생산국일 경우 가차없이 

리스트에 포함시켜 국제적으로 경제 및 군사적 제재조치를 당하게 유도 

한다. ‘리스트 제조국가’로서의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단지 ‘마약퇴 

치非협력국’ 리스트에만 한정되지 않고 ‘테러지원국，’ ‘反인권국가’ 혹은 

‘돈세탁국가’ 려스트에도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국제마약정책을 전개할 때 미 

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마약밀매를 묵인 

내지는 조장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마약관련 이중정책은 아이러 

니컬하게도 1978년 개정되면서 강화된 『정보공개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80년대 말과 %년대 초 미국학자들이 많은 

사례연구를 하면서 밝혀냈다. 現부시 행정부의 마약정책도 과거 역대 

미국의 행정부들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9 0 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의 마약정책은 反테러리즘이라는 미병아래 더욱 이중성을 띠는 외교정 

책을 전개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 마약정책의 경우 전형적인 사례 

가 콜롬비아와 아프간의 경우이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마약관련 외 



256 美 國 學 第二十五輯(2002)

교정책은 진심으로 약자를 어우르며， 빈곤을 퇴치하고， 다른 문화를 이 

해하려는 시도와 같은 마약생산의 근본원인을 치유시킬 수 있는 발상전 

환을 동반하지 않았다，66) 이것은 결국 새로운 마약생산의 악순환만을 

유발할 것이다. 

이런 맥략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알-차에다 조직과 탈리반을 초토 

화시킨 전략은 마약관련 장기적 전망에서 볼 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 

정적 측면이 더욱 많다. 피상적으로 아프간에서 미군의 소탕작전은 테 

러의 근거지를 없댔다는 목적에서는 가장 효과적일지 몰라도 오히려 탈 

리반 잔당들의 전세계 확산을 유도할 것이며 이는 곧 마약밀매의 전세 

계적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또한 『콜롬비아 플랜』은 안데스 농민 

들을 더욱 깊은 아마존 밀림지역으로 몰아내어 ‘인류의 허파’인 아마존 

지역의 산림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적으로 최근 RAVE법의 제정 

시도도 마약척결이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자유를 심각히 손상시킬 위험 

이 있다. 만일 RAVE이 제정될 경우 미국에서 엑스터시 밀매의 지하화 

에 더욱 공헌할 것이며 나아가 2002년 『애국법(反테러법)~의 제정과 함 

께 ‘국가의 통제’ VS.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 하에 美국내 정치 · 사회적 

논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마약정책의 기본은 처벌위주의 범죄화 정책이나 행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면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 국가이익을 위한 우선 순위 정책이 美마약정책 

을 왜곡시키면서 정책적 실패원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래 더욱 우 

려되는 것은 現부시 행정부에서 최큰 전개하는 ‘테러 및 마약과의 전쟁’ 

의 군사화아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태러와 마약은 부분적으로 연계된 

것은 사설이지만 부분적 연계를 확대 해석한 것은 두 현상의 본질을 오 

도하는 것이다，67) 왜냐하면 ‘마약과의 전쟁’이 오히려 高價의 불법마약 

66) 2α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에서 UN 사무총장 특별고문인 경제학 
자 제프리 삭스는 “미국의 소득대비 원조규모는 선진국중 가장 작다”라고 비판하였다 

(문화일보， 02/0잉30). 

67) Lindsmith-Drug Policy Foundation, eNewsletter, 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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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형성하게 하고 이렇게 형성된 불법시장에 테러조직들이 악용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68) 부시 행정부의 테러-마약 연계전략은 결국 마약 

사용은 테러조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50년대 마 

약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 

유세계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마약을 퍼트리고 있다는 ‘매카시즘의 21 

세기 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방향이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국가이익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향후 

UN 및 많은 국가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의 정책적 실패 

를 잉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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