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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행정부의 출범과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함의* 

1, 서 론 

김채 천 

(서강대)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오바마{Obama)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기조와 대 한반도정책에 적지 않은 연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는 주로 하드파워에만 의존한 일방주의 외 

교정책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미국의 위상과 국제 지도력을 크게 '1f-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치른 이라크 전쟁은 국제 테러리즘 

의 근절이라는 테러와의 선쟁’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옷하고. 이슬람 

문화권역뿐 아니라 지구석 차원의 반미강정올 악화시켜 오히려 미국올 걱냥 

한 테러의 가농성을 중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에 외교 • 국방자 

원을 집풍함으로써 ·이길 수 있었던 전쟁’‘ 。P'가니스탄 전의 전향을 악화시 

켜 현재는 알?에대쩌 Quaeda)와 탈레밴T외iban) 세력들이 아프가니스탄과 

따키스탄의 접경지역에서 세를 재결집하여 전열올 가다듬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 북한과 이란 퉁 부시 대통령이 ’악 

의축‘으로 지목한 국7딸은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 

• 온 논문은 미국정치연구회 연‘ '2008년 미국 대선올 말한다 연화와 희망J (서율 오 
릉. 2009)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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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부시 대통령의 띠와 아， 그러고 선과 악의 

양분법적 단순 사고는 미국 외교정책 수행의 경직화로 이어졌고‘ 유연성이 

부촉했던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부상 둥으로 인해 미국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위치해야 할 아시아 지역이 부시 행쟁부의 이라크 정책 때문 

에 소훌히 다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부시 집권기 동안 미국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외교X댄은 무엇보다도 

‘소프트 따워’일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선제주의， 군사주의로 인해 

미국이 ’자바로운 패권국(benign hegemon) '이라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발 

생했고 연성권력의 상실로 말미앙아 미국이 국제 지도력을 행사용}는데 매우 

불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었다 변화’를 기치로 당선된 오바마는 유세기간부 

터 국내정치뿐 아니라 외교정책에도 "J'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당선과 출범으로 발생할 미국외교정책기조와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바마 행갱부의 대 호벤도 정책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n. 미국 대선과 미국의 외교갱책 

미국외교정책의 이념적 화표는 현실주의(Realist)-자유주의(μber띠ism) 개 

념을 한 축으로 하고， 고럽주의(Isolationism)-국쩨주의(Internationalism) 

개념을 또 다른 축으로 하여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1) 창조.)， J) 현실주의적 

고립주의(Realist lsolationism)란 미국의 시활적 이익이 걸린 외교정책 시안 

에의 선별적 개엽은 반대하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제관계의 질서를 

개편하여 경영하는 정책노선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샤 명확한 반대를 표영하고 있다‘ 대외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상주의 또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었다 극우파 

1) 이러한 구분의 한 예로 이상성현대미국외교와 국제성치J (서융 한길샤 1993) 

41-42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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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는 옛 부캐넌(Pat Buchanan)이나 1992년 대선에 제 3후보로 출마 

한 로스 페로(Ross Perot)와 같은 인사들의 외교정책 기초를 이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자유주의적 고립주의(니ber띠 lsolationis떼는 미국이 ·자유주 

의의 표생Baacon Light of Liberty on F'reedom)’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는 강조하지만 자유의 수호와 전파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역힐에 대해서 

는 반대한다 미국 건국초기 외교정책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고립주의에 끼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1 특히 미국의 과도한 군사적 팽창과 국제적 역할은 

국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 

지만 현실주의적 성향올 띠고 있는 고댐주의나 자유주의적 색채의 고립주의 

모두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하게 펑으로써 그 영향 

력이 쇠락했다고 할 수 었다 3) 

〈표 1) 2차 대전 이후 민주당 외교정책의 이녕적 확표 

현설랙 
(없배뼈 

자유주의 
(Li뼈raliSI미 

고렵주외 국쩌주의 
(løolati。띠8[띠 (1뼈rnation피Jøm) 

옛부캐넌 
2차대진 이후 (PaL Buchananl 

로스페로 공화션당반걱 외인교정 기조책의 
(Ross Perot) 

우드로윌슨 

건국초기 (Woodrow WUson) 

미국외교정책의 

민 앙주견당반}쩍 대 외인견교 이갱 기후조찍의 전반적기조 

2) 이러한 기조는 미국 건악 소기 국가지도자들의 말과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예릅 

틀어 존 Q 아당스(John Q. Ad때5)는 다응과 같은 연설로 자유주의적 고핍주의 

노선융 지지했다 ‘Wherever t.he standard of freedom and Independence has 
been or shnJl be unfurled , there will her heaTt , her benedictions and her p 

rllyers be. But she goes not abroad, in search of monsters to destroy htl 
p:llen. wikiquote , org/wi ki/JohιQuincy_Ad뻐딩 (경색일 2009년 4월 30일) 

3) 응혼 베트남전의 실패로 인혜 대외쟁책에 투잉된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산적한 국 
내문제 혜정에 징충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미국의 적극적 국제 지도국가 
역함에 회의적인 시l{이 풍정한 시기가 잠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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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논엠 있어 흔히들 공화당의 외교정책 

은 현실주의적 국제주의(Realist Jnternationalism) 성향을 민주당의 외교정 

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머 Internationalism) 경향을 보여 왔다고 한 

다 . ) 공화. 민주 양당 모두 건국 초기나 양대전(太빠 사이의 고립주의 

(Jsolationist) 외교노선을 지"0'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로 국제질 

서를 구축‘ 관리해야 한다는 국쩨주의(Jnterna tionaJ ist) 외교정책 기조에 동 

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공화당은 전통적인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미국 군사력의 투사〈않쩌)나 투사의 위협. 일방주의‘ 

양시동맹 둥 현실주의적(Realist) 정책수단을 선호해온 반연， 민주당은 자유 

주의 정치 • 경제제도의 전파， 외교와 협상 다자주의. 집단안보체제 등 자유 

주의적(Li beralist)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수딴” 의존하는 경향올 보여 왔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양분법적 연수로 이해하기보다는 연속연수 

개냄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보다는 

현실주의적 성향올. 민주당 출신 대용령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보다 자유주의 

적 성향올 보여 온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자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사를 살며보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소 

속 정당과 상관없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외교정책수단을 혼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지유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카터 대홍령의 외교정 

책도 임기 말에는 전임 낙슨 대풍령의 현실주의 노선으로 상당 부분 회귀했 

고‘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통적 현실주의 시각올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지만 9' ll이후 부시 대통령의 외교행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신보수 

주의(Neoconservativ마 외교정책은 ‘자유의 전파로 궁극적인 명화를 확립할 

수 있다는 X내주의 이론에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었다 오바마 역시 상황R 

따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외교정책 수단을 쩍절히 취사선택하여 사용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루이스 캐홀(Lewis Carl'Oll)의 '0 1상한 나라의 

앨려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에 둥정송F는 쌍둥이， 트위들뒤 

4) 이뱅준 외‘ r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세J (서올 박영샤 2001),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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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eedl뼈ee)와 트위들덤(뻐%이edum)의 *1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 있 
다 5) 양당 모두 자본 민주주의(Capi때1St 않mocracy)의 갱치 • 경제 질서와 

가치를 태생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만큼 정강 • 정책의 차이 

도 크지 않은 인충정당꺼|왔政m;: caιh-all party)의 성격올 띠고 있다 양 

당 모두 미국 정당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당의 규융(party 

discipline)도 강하지 않다. 미국에는 정당 외에도 이익집단이라는 매개를 용 

해 자신의 정치 • 경제적 이익올 관철시키려 하는 정치양태가 두드러진 바. 

대용령 선거에서 유권자을은 정당이나 정강정책보다는 후보들의 됨됨이를 보 

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대홍령 선거를 미인대회(beauty peasant)에 

비유하기도 한다 메이휴(Mayhew)는 미국 정당의 분권화된 특성 때문에 미국 

의 정치행태와 갱책선택이 분할정뷔이vided government)와 단점쟁뷔unified 

government) 뼈l서 커다란 째를 보이지 않판}고 주장훗봐 6) 하지만 1990 

년대 초부터 미국의 정당정치는 상당히 이녕화 되어왔다고 할 수 있고， 예전 

과는 달리 의회에서도 몇 가지 정책현안에서는 교차투표(cross voting)가 거 

의 발생하지 않아 소속정당으로 의원의 호영투표(rollcall vote) 결과를 예측 

할 수 있게 되었다.7) 이러한 정치의 당따성은 외교정책 분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부시 외교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인혜 민주당이 상당，;1 ‘민주 

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Od'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시 

외교정책의 부정적인 유신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 미국의 정당정치가 이녕화 

5) Th.여。re l.owi. Benjamin Ginsberg, and Kenneth Sbe홈1.‘ Ameriæn Government 

po뼈 a쩌 ptuαxε (New York: W, W, Norton & Coml빼'y， 뼈4)， 4없-465 

6) Da씨d 뼈y따W， Divided We Gwe.πl: Pa.π~ Cont.rol, Lowmakill/f. •η'd lnvestigatiα1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대부분의 선출직 정당 후보를 국민 
경선(open primaries)로 결쟁하는 미국의 갱치 구초 하에서 미 의원의 갱당얘 대 
한 충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특정은 단정갱부와 분항정부의 갱치%따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하냐의 이유로 작용한다. 

7) 미국 정당갱 ;\1의 당파성 중71에 대한 설영은 다옴 논문융 참고 Thomas Casey 
and Ceoffrey Layman. .Party Activists and the Ldeological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s: A Dynamic Mode(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cting of the Midwest P.이iticol Science Associotion, Chícago. April 25- 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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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당파객이 된 상￥”서 민주당이 행정부뿐 아니라 상 • 하원 모두를 %빡 

한 단정정부를 구성했다는 사실 풍에 미루어 딴단해보연 오바마의 자유주의 

적 국제주의 외교정책은 성F장기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겠지만 오바마 행 

정부의 외교정책이 고링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우선은 부시 

행정부가 선택한 외교정책 수단보다 휩씬 자유주의적인 수단에 의존한 국제 

주의 외교정책을 표방할 가ir성이 높다 민주당의 전흥적 자유주의 국제주의 

외교정책기조는 오바마의 공약집과 그가 냥긴 글과 말에서 영게 엿환 수 있 

다 오바마는 부시에 의해 훼손된 미국의 리더심올 회복iil여 국제관계에 미 

국의 적극적 역할올 도모할 것이나 군사적이나 강압적 방법보다는 외교적이 

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미국 일방주의 보다는 다자간 협조체제로 하드파워 

보다는 소프트파워 또는 ‘스따트파워(smart power)'에 의존해 국세관계툴 운 

영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후 러시아와의 관계 

를 ‘재설정(Reset)’하기 위해 러시아가 이라크 핵문제 해결에 협력할 경우 동 

유럽에 배치 예갱인 미사일방어(MD: 뻐ssile Defense) 계획을 철회할 수 있 

다는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이란에게도 ‘상호 존충에 기반한 새로운 출발과 

대화를 계인송}는 메시지를 보냈고， 쿠~I에 대한 제재도 일부 해제하여 상대 

국과 국쩨사회의 호용을 받고 었다 

오바마의 국제주의척 자유주의 외교정책기강} 오닝메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도 상당부분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도 대화를 도모할 것이나 북한이 이에 상용하는 행동을 보여주 

지 않는다연 종국에는 현실주의적 수단올 동원하여 북한문제를 해결 또는 관 

리하려 할 수도 있다 실쩨로 오바마 행갱부는 북한올 상대로 직접적인 미 • 

북대화의 의사를 표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를 실시하고 

예고대로 제2핵심협올 강행하는 둥 ‘내민 손을 뿌리치는 듯한’ 북한의 행동으 

로 인해 미 • 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이러한 교학국연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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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바마 행갱부의 아시아 전략과 대북쟁책 및 한 미통맹 

아시아정책 

탈냉전 시대 미국의 국가전략에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8) 오바마 역시 아시아가 향후 미국의 안보이 

익과 경셰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명가를 하고 있다 9)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평화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이 풍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미국의 외교 

자원을 집중 투여한 결과. 아시아는 그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 

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 

썩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에 대한 확‘약을 아시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 하지만 요바마의 대선 공약집 r 

변화를 위한 청사진(Blueprinl for C.따껴g잉j은 외교안보분야 공약을 다루고 

있는 67-78쪽 중 가장 따지막 쪽인 78쪽 한 쪽만을 아시아 정책논의에 힐애 

하고 있을 뿐이고， 이라크에서 미국의 외교 • 국방자원을 철수한다고 공약했 

지만 이를 대부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의 테러전쟁에 투입할 계획 

8)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국방부가 발표한 ·동아시아 선략 보고서(태SR: East Asian 
S t.rategy Repor씨. 시리즈에서 엿윌 수 있다 1990년 I차 보고서. 1992년 2차 보 

고서에서는 아시아 태명양 지역의 전진배치 병력 강축융 권고했으나 1995년 3차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올 ‘앤r해서 이 지역에 약 10안의 미군 명력올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998년 발표된 4차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의 명화와 안갱 

응 위해서 아시아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와 같은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 

다는 3자 보고서의 내용올 재확인하고 있다 

9J .Obama has long recognized that .. \sia is critical to U.S. security and pros 

perily in the 21st century. ~ (Blueprint for Change ‘ Obama and Biden s Plan 

for AmcricB. P. 78) , .Americs's future prosperity and security are cJosely t 
ied to developments in Asia ’ (Ba rack Obama. ~Strengthening U.S. Relation 
s with Asia-‘ A때lSt 2008) αC8sional Analysis: U‘ 5. Presidential CandJda 
te Bnrack Obam!ú Views on Relations 'Nith Asia , Comparative Connections 

에서 인용 http:// www.csis.org/rnedia!csis!pubs/0803qobama_views 여f (징색 
일 2009년 12월 24일)‘ 

1이 .We need to demonstrate unequivocally to Asiaßs thnt aur presencc in the 

region is enduring...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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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어‘ 과연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에 어느 정도의 외교 

적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아울러 외교정책보다는 국내정책 

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성향과 경제위기 타개의 급박합 동올 고려했올 때 오 

바아 행정부에서 아시아의 외교정책적 중요성은 부시 행정부 수준에 머물거 

나 오히려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외교정책 

자체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실계로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오바마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10대 과제 중에는 

외교정책에 관련된 과제는 각각 6위와 7위로 선정된 이라크 철군과 이란핵 

개발 저지 밖에 없고 그나마 아시아에 관련된 과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 

다 ll) 민주당 지지성향의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가 발표한 44대 미국 

대통령의 10대 당면과제 중에는 ‘금융위기 해소가 l위에 ‘중국과의 관계설정 

이 4위에 선정되어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 둥 호반도에 관련된 외교정 

책 현안은 브루킹스의 리스트에 선정되어 있지 않다((표 2) 창고.).12) 국내경 

제위기 타개의 위급함을 감안한다연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국내경제위기 해 

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외교정책과 관련된 현안 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전과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브루킹스 연구소 선정 차기 미 대통령의 10대 과제 
(연합뉴스 2008년 10월 14일) 

과 제 주요내용 

급융안정성 회복 
규제강화와 대외의존도 감소 금융시스댐 건전화를 

위한국제적 협력 강화 

환경친화의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득 강화 

구축 

스마트파워 강화 개도국 지원 둥 대외원조 확대와 이의 1i.융식 집행 

11) New York lïmes. 2008년 11월 11일 

12) 연합뉴스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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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주요내용 

무역경쟁력 제고 
평생교육과 혁신， 인프라 구축 동 경쟁력 기반 강화 

와복지체제 확대 

중국과의 관계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 포용 및 협력체제 구축 

러시아와의 관계 민족주의 성향옹 다독여 국제협력 체제 안으로 펀입 

인도와의 판계 빈곤과 식량문제 둥 해결지원을 통해 협릭 강화 

냥미와의 관계 에너지， 환경보호， 경제， 사회정책 등 협력관계 구축 

아프리카성장 
시장개방과 지역안보 구축 지원 동 통해 협력 강화 

지원 

중동문제 해결 
극단주의와의 대질 지양하고 청년층 교육지원 둥 통 

해 협력 관계 새모새 

오바마는 아시아의 전략적 이익올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전통적 우방국가 

와의 양자 동맹관계나 따트너심의 강화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시 

。l에서 태동하고 있는 다지주의 경제 • 안보협력체에 적웅하고 적극 관여 

(engage)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과성으로 개최되는 정 

상회담이나 6자회담과 같은 사후적인 협의체와는 탈리 보다 효융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협의체 구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진 적도 있다 13) 따 

라서 아시아 정책이 부시 행정부보다는 다자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오바마의 중국 정책은 아시아 특히 동북아 안보환경의 많 

은 부분을 결정지을 연수로 작용할 것이고 대북정책과 한 미동맹 둥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많은 영향올 끼칠 것이나 주도연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 동안 부시 행정부 아시아 정책의 많은 부분은 테러와의 전쟁수행에 

13) .Ob잉no will forge a more effective rramework in Asia that goes beyond 
bilateraJ agreements , occasion띠 sumntits, and ad hoc arrangements. such 8 5 

lhe si r.-purty talks on North Korea ‘ • 오8빠 웹Af이트( www.barockobo.ma .com) 
잔고 (경색일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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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요한 전략 환경의 조성과 중국 부상의 견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1997년 4 

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는 ·미국과 대적힐만한 신흥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고. 01국 안보전략에 중요한 지역이 미국과 대적할 만한 특정국가의 

통제 6써|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 안보전략의 중점이 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14) 이 밖에도 다수의 쩡부문서와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역 패권국화 예'lJ'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중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이 강조되어 있다 15)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전략적 동반자 

(strategic partner)’라는 대중국 인식과는 달리 중국이 ‘전략적 정쟁자 

(strate밍 c competitor)라는 태도로 중국정책올 추진해왔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국화 저지를 위한 봉쇄는 부시의 동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었다 중국을 경쟁자로 지정. 공세적인 입장을 주로 취해왔던 부시와는 

달리 9.'바마는 중국이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오바마는 선거운동 기간 ‘공롱의 인도주의(common humanity)’를 

위한 ‘공풍의 안보(common security) ’를 여러 번 강조했었다 부시와 맥케인 

에 비해 21세기의 안보위협을 상당히 포팔적으로 쟁의하고 있고 공동체 

(community)적 접근방법으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신종 질병 동 인간안보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놓하다. 긴밀한 

대중협력관계 유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오바마 행정부에게 더욱 

절실해졌다고할수있다 

14)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Reα)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97) 

15) 예를 -한l‘ R.AJID‘ "1'he United Sω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May 15, 2001) 동「올 상초 

16) 대선기간 동안 오바아의 캐치프레이즈는 ·변화블 위한 화행unity for changer이 
었다 변화를 위해서는 공동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화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바마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소규모 커뮤니티에 기초한 NGO활동읍 하며 커뮤니티 
조직개(community organizer)라는 명성을 영었다 커뮤니티 조직가 경력은 오바 
마의 정치철학에 지대한 영향융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공동체적 정근방 
법으로 국내외의 난해한 문제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융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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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ι암}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한 점을 감 

안한다연 북핵문제를 포항한 북한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미 • 

중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론 대중 무역 불균형문제와 

인권상황의 개선 둥에 대해서는 중국에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압박 

보다는 꾸준한 관여(engagement)를 통해 국계체제로의 연입을 71속행때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인권문제의 제기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 

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융일 것으로 예상된다 17) 탈냉전의 동 

북아 안보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 협조관계에 의해 민감하게 반용해왔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이완된 경쟁구도를 형성해 깐다면 한국은 진영(삐! 

행 외교적 사고의 부뱀|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공간을 확보해 가기가 용이 

할 것으로 보인다 "1중의 경쟁구도가 이완되어 진행된다연 한국은 미국의 

MD참여에 대한 부담에서 좀 더 ^~유스러워질 수 있고 한 미통맹의 충국 봉 

쇄적 요소도 많이 희석될 수 있다 오바마가 대중국 포용갱책을 견지하고 아 

시아 다자주의 협의체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참여한다연 미일동맹과 한 미 

동맹의 정책적 중량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18) 

대북정책 및북한핵 정책 

오바마는 부시행정부가 대화의 채널올 닫아놓고 주로 군사력 사용과 위협 

으로 국제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오히려 악화되었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핵문제와 같은 난해한 미국의 외교적 

숙제를 지속적 직접적‘ 그리고 적극쩍 외과S떠t.ainl때. 이rect， and aggressi ve 

diplomacy)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적극적(aggressiv，잉.인 외교란 문제를 

17) 실제로 오야마 행정부의 클앤턴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방중기간 동안 총국의 인 
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혜 미국의 인권단체에 빈축을 사기도 했다 

18) 울온 오배Jf는 공약집에서 이일동맹이 미국의 아 · 태지역 생책의 -초석(∞rnerstone}’ 
이고 한 미동맹으로 21세기 안보문제에 공동대처할 것이라는 검융 분영히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챙갱부의 유연한 대충갱책과 동북아 다지주의에 대한 잉장은 주로 풍 
맹외교로 역내짚서를 관리하려고 했던 부시 앵갱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엘 
생할 수 있을 것잉올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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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여 악화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 

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하고， 군사적 수단이 여의치 않올 때 대체수 

단으로 외교를 샤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우선적으로 적극 시도하겠다는 

뭇으로도 해석된다 사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벼랑 끝 전슐에 

마지못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침으로 선회한 부분이 었다 적극적인 외 

교는 상대빙벼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대화를 

선도할 수 있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적극적 외교는 주로 당사자와의 

‘직접(이rect)‘ 대회를 용해 이루어지고.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sustained)’으로 추진될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오바마의 외교정책방침은 북한， 이란 시리。k 그리고 쿠바 퉁 부 

시 대통령이 지적한 ‘악의 축. 반열의 국가들올 대상으로도 시도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당시 깅정일이나 이란의 아흐마니네자택 

같은 압재정권의 수뇌와도 아무조건 없이 직접 대연하여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요바마 선거갱프의 한국정책 팅장 격이었던 프랭크 자누지 

(Januzzi) 전문위원도 2008년 10월 2일 한국동포들과의 만남에서 요바마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이란의 지도자등 만날 수 있다고 한 발언올 강조하연 

서 -오님에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북한| 먼저 만나자는 제의를 했으연 희망 

한다.고 했다 오바마가 당선된 후에도 미국의 적극적 대북외교 기능성에 대 

한 예측이 설득력 있게 꾸춘히 제기 되었다 2008년 J1월 21일에는 미국의 

진보성향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뼈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미국을 위한 변화 -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적 챙사진’에서 요바마 취임 

100일 이내에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CAP 소조엔 존 포데스타 

(Podesta)는 오바마의 정권 인수팀을 이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C뻐의 

주요 인사들이 오바아 캠프와 정권 인수탑에서 훨약하고 있어서 CAP의 정책 

제안은 오바마 행갱부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올 끼첼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국을 위한 변화-툴 대표 집멸한 것으로 알려진 그레고리 크레이그(Craig) 

는 백악관 법률고문으로도 임명되어 이러한 여l측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오바 

마 대풍령 당선 이후 새로운 민주당 행정부가 과연 척극적이고 직접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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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교를 구사힐 것인지. 그렇다면 그 시기와 속도， 그리고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 대해서 다.oOR찬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적극적 대북정책은 CAP가 제안한대로 대통령 취임 

후 조속히 실행될 것이고， 그 결과 종전선언， 명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가 

추진되어 한반도 안보환경에 일대변화가 발생하며 북해문제 해결이 급불살을 

탈 것이라는 예측올 내놓았다 19)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바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은 북한문제를 관망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올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20) 오바아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는 오바마의 외교갱책과 부시의 외교정책은 태 

생적이고 본질적인 지이가 었다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부시가 북한올 적 

대시 하고 7J<압적인 정권교체정책으로 북한의 제반운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 

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양자외교와 협상을 선택한 것이 

기 때문에 부시의 대북외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연에 오바마 

의 대북외교는 오바마의 자유주의 기조를 반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매우 

포용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오바아는 북한 

이 먼저 제의를 하지 않아도 고위급 북미대화를 조속한 시일에 주도합 것이 

고. 북한과도 ‘홍 큰’ 협상올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핵문제의 해결도 엄격 

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단계멸 해결보다는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반연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본질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 

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시 271 행쟁 

부의 대북갱책이 이미 많은 부분 적극적 양자외교로 선회를 했고 오바마 역 

시 이러한 대북정책의 성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명가하고 있다 둘째， 오바 

19) 이러한 시각은 서재정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영원혁 한국개방연구원(KDI) 연구원 
둥에 의혜 째기되었다 이등의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기고문 창조 

20) 예를 들어 찰스 암스트흉(Armstrong) 할룡비아 대학교수는 2008년 11월 7일 서울 

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큰 기대를 갖는다연 실망할 것이라 
고 언급하며 오바nf의 대북정책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용 
일 TV 왜사이트 창조 http://www.tongi ltv.net/www/bbs/boa rd. php?bιtable= 
new8&wr)d=303 (검색일 2009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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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북한n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음올 분영히 했고， 지신의 

대북정책의 당연 목표는 북한 핵 위협의 ‘검중 가능한’ 해체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올 환영하연서도 이러한 결정올 북한이 검중 가능한 핵해체로 상용하지 

않는다연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 

다. 2 1) 셋째. 북한핵문제 해절에 미국의 외교역량올 집중하기에는 이란 이라 

크， 아펙니스단과 감은 외교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국내 경제문제툴 우선 

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11 처혜있다. 실제로 북한핵문제는 오바마 

가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부분이 었다 

그동안 요바마가 남긴 말과 글 그리고 오바마 진영의 외교정책 지문단올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의 연연을 살며보연 오~I낀}가 부시 보다는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대북 OJ:자외교를 시도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22) 하지만 오바마 역시 

제한된 외ji[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외표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고. 대북담 

당 외교진영을 쩡비하고 대북정책 l앙향을 수립하는 데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대북외교와 대북갱책에 전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올 짓 

으로 보인다 당연한 경제위기도 외교정책에 쩡책역량올 투여하는 데 찌l한적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바마의 대북외교의 속도와 적극성은 이러한 

북한 외적인 연수 즉 국내경제문제와 여타 외교문제의 긴박뼈 많은 영향 

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배Jt 대북정책의 결과는 많은 부분 북한의 반웅. 

즉 북미협상의 내척요인에 영향을 받올 것이다 오바마는 부시 271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예쇄 - 불능화 - 폐기’의 3단계 해혜수순과 각 단계별 혜체 

와 외교 · 경제적 보상의 호환 방식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포괄적 일괄타결안 

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일괄타결안은 동시행동을 원칙으로 할 것이지만 

실제로 북의 핵포기와 미국의 보.).J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포기 

와 보상의 선후(9t1&l 문제는 결국 오바마도 피해강 수 없는 난관으로 부싱합 

21) obama Statemenl on U운뻐rtb Korea nuclear agreement. October ll , 2αJ8 

22) 오바마는 포린 어떼어스(Foreign Affaiπ)지 기고은애서 부시 행정부가 냥한의 포용 

정쩍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왼 현설올 고혀하시 않고 강앙일연도의 대륙갱책옴 추진하 
는 오류흉 영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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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폐기의 경중’ 문제 역시 요바마의 일괄타결안의 발목을 장을 수 있 

는 연수이다 오바마는 북한이 견고한 검중(rob따t verífication)을 거부한다 

연 6사회담닥의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 중단한 제재를 재개할 뿐 아니 

라 새로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3) 

물론 오바마가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고. 북한핵 해체의 일정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북한핵 모호성을 인정한 채 북미관계를 쟁상화하는 일괄타결안 

을 선택할 수도 있다 24)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 조언가로 활약한 조앨 

위트(Wit)는 국내의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기고환i1서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 

했고， 한국에서는 진보진영인사들이 비슷한 예측올 내놓고 있다 25) 북핵의 

모호성을 인정한 일괄타결안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지속적인 관여로 궁극 

적으로 북한을 쟁상국가화 하여 북한 핵위협의 정치적 뿌리를 제거항 수 있 

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선(先) 보상 휘쩌 예기 또는 후(後) 관 

리의 일괄타결안은 검중 가능한 북핵위협의 제거를 수차례 정책목표로 강조 

한 오바마에게도 국내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타결안은 

공화당과 대북 강경론자뿐 아니라 민주당 내의 합의를 구하기도 여의지 않을 

수 있다 오바아보다 보수척인 안보관을 갖고 있는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 

게이츠(Gates) 국방장관， 존슨{Jones) 국가안멍j씌관， 보스워스(Bosworth) 

대북특샤 그러고 캠벨(Camp떠1) 국부부 동아태 치관보 지영자 둥이 북핵의 

모효성을 인정하는 일팔타결안에 찬성할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북핵의 모효 

성 인정은 국제 핵" 1확산치l제의 강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를 공약으로 내진 오바아의 안보정책과 위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 

러 정~을 종합해 보았올 때， 이른바 출구흰il:미없)에 의거한 포괄적 일괄 

23) ïf North Korea refuses to permit robust veriri c8tion, we shou1d. lead all 
members of the 6 Party to.lks in suspending energy 8ssistance. re- imposing 
sonctions that hllve recently been waÎved. and considering new restric t.ions’ 

(Obama Statement on US-North Kor않 nuclear agreement. October II ‘ 2008). 
24) 사실 핵무7 1 프로그햄의 집중 가능한 혜채는 이흔적으로 정의할 수 있융지 모르나 

싣재 정책으로 적용하기애는 용이하지 않은 측연이 있다 

25) http://wwv.,. 야"eSSUlI\ ∞m/ article/ruticle. asp'?article _nwn=4α)8W6lB2615& Section=05 
(검생일 200엉년 잉웰 3웰 깎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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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안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고， 동시행동 원칙의 일팔타결안도 

검중과 선후(光%의 문체가 불거져 나요고 북뻗냐l국의 통 큰 제안에 상웅 

하는 행동으로 호환하기를 거부한다면 난뻔1 봉착할 것이다 북훗k을 상대로 

한 적극적(aggressiv아이고 직접적인(direct) 외교노력은 시5'_가 될 것이냐 

이러한 노력이 언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면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국의 

국내사정에 달려 있Jl， 또한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지원sust외 n)되어 효력을 

발휘할지는 북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위기 타개，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 

스탄 탈레반 소탕 퉁의 현안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북한문제얘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우선은 관리’의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접 

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실협은 이러 

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 ’통 큰’ 협상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초급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띠사일 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였 

고， 북한은 ·오바마 미국 정부의 100일간 정책 동향을 본 결과. 대북 적대 정 

책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고’ 따라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핵재처리 재개와 추가 핵실험 둥을 예고하고 감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 

한이 협조하지 않는 현상뺑”서 ‘%짜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죄관)"01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하지도 

않고 (클린턴 국무장관) 북의 추가적 도뺀1 ‘상용하는 결과가 있을 것(보스 

워스 대북특사r을 분명히 하고 있다 26) 경제위기 타개와 아프E가니스탄에 정 

책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미국의 직접 안보위협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북관계는 %변f히 오랜 71간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착국연이 지 

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적 

이고 적극적인 외교 원칙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북대확의 물 

꼬가 트이면 북한문제의 포괄적인 일괄타결오F이 시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26) 죠선일보 2009년 4월 20일 6월 11일 



오바마 행정부의 훌엉과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합의 161 

한 · 미판계와 한· 미톨맹 

한국과 미국의 외교사를 살며보면 상이한 정치철학올 가진 정치인이 청와 

대와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정우 양국관계에 이상기류가 발생했음을 주지 

할 수 있다. 진보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은 역시 진보 정치인 클린턴 대풍령 

과는 대북정책 등에서 궁합올 과시했지만， 보수 정치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의 둥장으로 그의 햇볕정책은 역풍을 맞게 된다 진보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역시 부시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냉을 보여췄다 지난 5년 동안 양 

국은 한 ‘ 미동맹의 강화와 F1'A체결에 합의한 바 한 미관계는 ‘내용적’ 관 

점에서 발전했다고 명가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는 상당한 신뢰를 상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보수 정치인 이명박과 미국 상원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정 

치인으로 명가되고 있는 오뼈낸 매우 'òH안되는 쟁지첼학을 가지고 있고 살 

아온 삶의 궤적도 %에하여 정서적으로 서로 연하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충돌 

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댁의 대통령이 충돌할 수 있는 정책영역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국한되어 있고， 대북정책을 포함한 오뻐}의 대 한반도 정책 

에는 혁명적 연화가 없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 미 F1'A 재협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양국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는 다자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접근으후 

。μ10써l 개입할 것이지만 전통적인 뺑관계도 유지， 강화해나가겠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는 한 · 미동맹을 21세기의 전략동맹， 가치풍맹 

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합의사항을 존중항 것 

이다 t연화를 위한 청사진j어|도 공동의 척에 대적하기 위해 형성된 한 미 

동맹은 이제 공통의 가치(shared valuel를 추구해야 하고 있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혜 공통의 비전(common visionl올 보띨어 7)-0헨 

다고 적시하고 있다27) 양국의 전임정부가 합의한 한 미동맹변화의 기본 

틀은 존충되고 합의의 부속내용들 역시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기지이 

27) 이러한 내용은 오아아가 상원에 서면으로 셰시한 연설내용에도 나와 았다 Floor 

s‘atement, CongressionlJi Hecη'rd， February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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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사령부개연 등 한 미동맹의 주 현안들이 이전에 합의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추진될 전밍벼다 하지만 양국은 동맹관계를 전략동맹‘ 

가치동맹으로 전환，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미래 동맹의 여백을 채워나갈지는 결정한 바가 없다 오바마는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21세기 안보위협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양한 미국의 

외교정책과업에 한국의 동맹 임무 준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오바마는 테러 

와의 전쟁을 부시가 지중했던 군사 전선(military front)에서 정치， 경제‘ 외 

교， 문화 전선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라크에 투여한 미국의 군사역량을 아프가니스탄과 따키스탄으로 전환해 달레 

반과 알카에다 섬멸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라는 점도 분영히 했다 28J 오뻐F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군사전선에 

전투요원의 파병 둥을 포함한 한국의 지원을 요챙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 

정부의 과다한 군사비 지출과 경제위기 둥으로 인해 오바바는 고갈된 재고로 

임기를 맞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당이 가중될 수도 

있올것이다， 

lV. 결 론 

민주당과 공회당의 세계전략은 냉전과 탈냉전시기를 거쳐 9. 11 이후 현재 

까지 세부항목과 방법론의 차이는 있었지만 초당적 합의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권이 다지주의와 제도적 접근을 홍한 자유주의 장려전략을 

다소 선호하고 공화당 갱권이 다지주의에 얽매이기 보다는 힘의 투새投찌) 

전략을 보다 강조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성향은 정도의 차 

이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부시의 외교정책 실패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과 민 

주당 단점(퍼I ~)정부의 풍장 등으로 인해 오바마의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은 상 

28) 오8에 행갱부는 태퍼와의 전쟁 대신 혜외.\"，N전’(Ove뼈s OJntin양rcy Operation) 
이란 표현올 사용찍여 얼?때다 퉁 국제테러리스트률 근접하는 군사작전올 지속격으로 

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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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테러리즘. 핵무기와 여타 

WMD의 확산. 불량국가， 중국의 부상， 고갈되는 석유자원 둥이 탈 냉전시대 

특히 9. 11 이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 요인들이라는 진단에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들올 관리하고 미국이 원하 

는 세계질서를 창출，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확산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세계전략이 필요하다는 처$써도 양당 모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세계관리를 위해서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1 

오바마 집권기간에도 자유주의 확산과 패권유지를 통한 힘의 투사의 세계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미관계의 기본 블도 유지 되고 대북정 

책에도 혁명적 연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정권교체와 

함께 일방주의와 선제주의는 쇠락하고 다지주의와 대화가 모색될 것이다 자 

유주의의 확산도 강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지원과 제도적 접근을 

홍해 추진 될 것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War against Terrorism)은 ‘해 

외비상삭전(Overseas Contingent Opel'ation)’이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아프 

가니스탄과 따키스탄 전선으로 이통하여 계속 추진될 것이며 충국의 부장 또 

한 견제하려 할 것이다 WMD의 위협체거를 위해 북한과 이란과 대회활 것 

이나 이러한 외교적 노핵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군사죄 방법올 포항함 강 

경책의 사용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역시 그의 자서전 r희 

망의 당대함\Audaci'y of HopelJ에서 외교와 다자적 노력을 우선 경주하겠 

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 

용할 수 있는 고유{inherent)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29) 클린던 앵정부는 1997년 발간된 QDR에서 다른 나라플이 미국의 우월척(preeminent) 

지위에 도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혜야 하는 것이 국제질서관리에 매우 충요하다는 
생을 분영히 명시률 하고 있다 불론 부시의 때권주의에 비혜 그 강도가 옐어진다고 
하여 혹자는 클린턴의 때권주의릎 ‘열의 없는 때권전략(balf-hearted begemon)’이라 
고는 "1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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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auguration of Obama Administration 뻐d 

US Security Policy towar냄 Korean Peninsula 

Jaechun Kim 

(S앵ang University) 

Making of US foreign ∞Iicy is expected to undergo no small aDlOunt of 

change as new Democratic President, Barack Obama has taken the office 

US foreign policy wì l1 take a tu.rn for a more Liberal Internutionnlist 

approach under the Democratic Gbama administration , and Obama'5 policy 

toward Asia and Korean penins띠a wi ll proceed under the broad framework 

of Li ber떠 Intern.ationatist foreign policy tradition of the Democratic Paπy 

αJring the 8ush edmìnistration Asi8 ctid not receive a fa.j r share 01" 

attention from lhe US. because the US 벼d been largely preoccupied with 

Iraq. lt is expected that strategîc importance of Asio 10 the US wi ll 100m 

larger under tbe Obama ndministration. President Obama ",; 11 attempl to 

maintain peace and order in Asia by preserving and strengthen.i ng 

traditiorull alliances and partnerships. Add.itionally. his administration wi ll 

stri ve to adjust to new re，밍。na1 t rends towards muJ tilateralism‘ ObalDll‘s 

inauguration is ‘mlil‘ely to change oosic tenets of Korea-US alliance , The 

decision to strengthen and upgrade the alliance partnership had 아en 

aITived 8t by pl'evious adrninìstrations in both countries after lengthy 

cliscuss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 0'벼ma administration is not in 8 

posi tion to ignore this ∞nsensus without any apparent reasons, Qbama 

acknowledges that Korea-US alliance has been a remarkably strong and 

successfuJ onc and that ties t.hst bind the two countries proved to 뼈 very 

resilient , In the spirit of upgrading Korea-US a1liance from defense- based 

。ne to a more v띠ue-based‘ future oriented one‘ the new adrninistration in 

lhe US wi ll ask Korea to expand a1liance responsibility and jOiu in efforts 

ω counLer lerrorism in Afghanistan , lt is spec띠ated tbat Obama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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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 a more 띠미01뻐tic and friendlier approech ω N。πh 1<or.. and 

problems ass∞iatad with North 1<or... But if obama thinks lhat diplomalic 

options are exhausted and North Korea does not reciprocate American 

go여will and refuses verifiabl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it 

should not ∞measas따pn않 to see Ohama’s p이.icy toward North Korea 

revert 10 that of early George W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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