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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온 부시 행정부의 국내외 노선의 륙젊올 분석하고자 한다. 혹히 이
률은 대내외 노선의 구사에 있어서 힘의 과시와 공포를 이끓어내는 전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략과 관련하여 이 굴온 다음과 끓이 일련의 질

문률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전략의 지적인 기반온 무엇인가? 이는
부시의 선제공격독트린의 내용율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라크 전쟁에서 선

보인 충격과 공포의 전쟁 전략과는 어떠한 연관율 가지는가? 이 전략온 부
시행정부의 국내 정치훌 설명하는 데는 어떠한 유효성이 있는가? 마지막으
로 필자는 이 전략이 미 제국의 미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간략한

전망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1.

서

문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아는가? 공포， 두려움， 겁주는 행동의 결파
이지. 누가 홈쳐가면 손올 잘라버리고， 대들면 혀를 잘라 버리고. 나한테 대항하면

머리를 잘라 창에 걸어 놓지. 높이 달아 모든 사랍들이 볼 수 있게 하지. 그게 모
든 것올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두려움!

- 영 화 갱스오브뉴욕(Gangs of New Yotk) 중에서
2003년 여름 전개되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부시행정부는 가공할 폭력척

힘의 파시로 전 세계에게 미국의 패권을 확인시켜주었고 ‘충격파 공포’ (shockand
*이 글은 진보명론 2003년 16호에 실린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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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 라는 전쟁 전략은 후세인 뿐 아니라 이라크의 민간인들을 공포와 사지로 볼아
넣었다. 이 전쟁을 전후로하여 전 세계는 미국의 일방척 힘의 우위하의 세계질서
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올 아직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이
라크 침공 속에 드러난 전쟁의 일관된 논리를 정리해보는 데 목적을 가진다. 필자

는 이 글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그 동기나 명분， 그리고 전쟁의 전략과 미국
국내에의 영향퉁에서 일관된 논리가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필자는 ‘힘과 공
포’ 의 정치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힘과 공포의 정치’ 란 외교나 내정에서 인도주
의적 관점보다는 상대의 두려움을 유발시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자주 동장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알려진 것온 절대군주시절 군주의 중요한 책략으로서 공포와 두
려움의 통치를 강조한 탁월한 근대 정치학의 선구자인 마키아벨리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정을 이러한 ‘힘과 공포의 정치’의 관점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몇가지 의의를 가진다. 우선 이는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전쟁에 대한 경제
주의적 해석동에 대항하여 이라크 침공올 통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상 동기를 보

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과거 클린튼 민주당 행
정부하에서의 국가안보전략의 논리와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이라크 침공과정에서 전제한 ‘힘과 공포의 정치’ 에 기반한 선제공격독
트린은 과거 클린튼 행정부 시절의 예방외교 전략에 담긴 정신과 비교해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이는 전쟁 이후의 결과를 이해하고 향후 국제 정치의 구도를 예측
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결론을 미리 언급한다면 필자는 이러한 ‘힘과 공포

의 정치’ 는 비록 국내외적으로 두려움을 양산해내는데 성공할 지는 모르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패권에의 도전을 가속화시켜 미국의 패권을 침식시키는 실패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11.

전쟁의 풍기: 가공활 힘의 과시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미국내 정치 평론가들 기억속에서 사라졌지만 2뼈년 대

통령 선거 기간에 부시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노선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키워드
는 ‘절제된’ (modest) 대외관계로 집약될 수 있고 반면에 부시가 가장 알레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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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언사는 ‘국가건설’ (nation buil벼ng) 이었다. 이는 클린튼 정권 시절 소말리아，

코소보， 보스니아에 미국이 인간주의적 명분하에 적극적으로 개업했던 노선에 대
한 강한 비판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은 부시의 외교안보보좌관인 콘돌
리사 라이스( Condoleezza Rice) 나 국무부장관인 콜린 파월 (Colin Powell) 과 같은 현

실주의자들의 신중한 외교안보 노선을 반영한다. 그리고 선거기간동안 부시의 외
교안보 관련 발언에서 대 테러리즘 전쟁은 상대 후보인 앨 고어 (AIGore) 와 달리
거의 아젠다로 제출된 적이 없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클린

튼 정권의 외교안보 팀이 테러리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강조했지만 콘툴리
사 라이스가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에피소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러한 제한적 개입노선이 보여주듯이 국정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현 부시의 외
교안보팀은 그의 아버지인 전부시 대통령의 팀들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많

은 평론가들은 평가한 바 있다 1) 물론 부시의 아버지와 항상 정치적 경쟁관계를
이뤄온 도날드 럼즈펠드 (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80
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팀이지만 국정 초기 그의 주요 관심사는 이전 클린튼 행정
부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댐 구축에 집중적으로 맞추어 있었기
에 콘돌리사 라이스나 콜린 파월 주도의 외교안보 팀과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노선
마찰은 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1 년 9월 11 일 발생한 테러가 던져준 충격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의 기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클련튼 행정부가 해온 외국에서

의 국가건설 (nation building) 작업을 경멸하던 부시 행정부의 제한적 개입주의 외교

노선은 사실상 미국 본토가 국제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비록 클린튼 정권기간 1993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발물 사건 같은 위기가 있었
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지될 뿐 이었다. 하지만

9. 11 테러는 더 이

상 미국 본토가 국제 분쟁 영역의 밖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적으로 테러의 위협에
노출된 가장 취약한 열린 체제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으
로부터의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멸게 만 느껴졌던 타국에서의 개입작업과 본
토의 안보가 가지는 긴밀한 연관성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해진 셈이다. 이러한 새
로운 조건속에서 부시 행정부는 선거기간과 취임 초기 취해온 제한적 개입주의 레

1) Herberstam, D., War lnA Time OfPeace, New York: Simon & Schuster, 2001 , pp. 493 -494.

178

한국정치연구

저112집 저12호 (2003)

토릭올 철회하고 폴 울포위츠 (Pa띠 D. Wolfo뻐tz) 나 리차드 훨(Richard Perle) . 존 볼
튼 (J，때nB이ten) 같이 1980년 레이건 집권 초기의 신보수주의 경향의 군사 개입주의

자들이 현실주의자인 콜린 파월 (Colin Powell) 국무장관올 누르고 정책의 주도권올

잡게 된다 2) 울포위츠가 반농조로 자신이 자리를 수락한 것은 파월올 감시하기 위
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9. 11 테러 이후 그는 단지 감시에서 나아가 외교노션

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끔 된 셈이다 3) 이러한 80년 레이건 정부 이래로 공
화당 내 일부 흐름으로 남아있는 군사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신보수주의자들

은 미국의 우월한 도덕적 가치와 소명이라는 깃발하에 군사주의적 방식을 불사해
서라도 대외관계에 공세적으로 개입하여 미국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유일무이

한 꽤권을 공고히 하는 것올 기본적 노선으로 한다. 이들은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서서히 힘을 키우면서 봉쇄정책의 틀을 넘어서서 당시 소련 제국이 성장하기전에

예방적 군사공격을 감행하자는 모험주의적 군사전략올 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심지어 신보수주의적 레이건 대통령조차도 이들의 주장올 받아들이기에는 너
무도 모험주의척 외교노선이였고 이후 보다 현실주의적인 외교안보노선을 추구했
던 부시 행정부하에서 이들의 발언권은 전면적으로 둥장할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
다. 하지만 이들은 한편으로 걸프전에서 후세인 정권교체의 목표로 나아가지 않은

부시의 소심함을 비판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
A뼈대n Century) 라는 단체를 통해 꾸준히 이념적 결속올 모색해왔다. 9.

(New

11 테러

는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이 21 세기에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밥 우드워드 (BobW，뼈W뼈)의 백악관 취재기가 책 전편에 걸쳐 잘
묘사하고 있듯이 울포위츠둥의 신보수주의자들은

9. 11 테러 초반기부터 이라크

공격올 줄곧 주창해 왔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이 매우 중시하는 ‘힘과 공포의 정치’ 를 깊이 있게 이해하

기 위해서는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정치사상가인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4) 그는 유태인 출신으로서 히틀러의 박해

2)

이에 대해서는 Woc.성W따'd， B. , Bush At War, New York:

Simon &Schuster, 2002

참조.

3) The New York Times Magazine , 0 1/11125 , p.65.

4)

아래의 레오 스트라우스의 논의는 안병진，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분근거한다.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뼈리와 정치적 함의 :

r민주사회와 정책연구J. 2003년 겨울호(미간)에 상당부

미국의 이라크 첨공의 논리: 힘과 공포의 정치학

179

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여 잠시 뉴스쿨포소셜리서치 대학에 머물다가 이후 보다

보수적인 시카고 대학에서 머물며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둥의 고전 철학을 재해석
하여 소위 스트라우스 학파를 만들어내었다. 비록 그는 거의 정치현실에 대해 글

을 쓰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보수주의자임을 표방하지 않았지만 그룰 정점으로 하
여 그와 사상적으로 교류하며 제한적 핵전쟁 논리를 발전시킨 알버트 월스테터

(Albert Wohlstetter) , 제자인 앨런 블룸(Alan Bloom) 은 이후 어빙 크리스톨， 윌리암
크리스톨둥이 여러차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신보수주의자들의 사상과 국내외

정책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마키아밸리， 홉스둥의 전통을 이어받온
근대주의 사상이 전제하고 있는 가치관의 다원주의， 쾌락， 인간의 개체성보다는

절대적 도덕관， 이성과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고대적인 사상가이다. 하지만
힘과 공포에 대한 논리의 측면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강한 국가
의 역할을 강조했던 홉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레오 스트라우스는 통치자의 힘과 공
포의 정치를 강조한다. 그는 또한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군주의 책략을
합리화한 마키아밸리 사상올 사악하다며 적대감을 표시한 바 있지만 이탈리아 절
대군주 시기의 혼란기에서 군주의 냉혹한 통치술을 강조했던 마키아밸리처럼 그
는 외부의 위협이 없으면 이를 만들어내서라도 정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담
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적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비서구
독재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방의 군사력을 두려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그와 지속적으로 사상적 교류를 나눈 월스테터는 이러한 힘의 관점에서 소련

과의 협상을 통한 인위적 핵균형보다는 제한 핵전쟁을 옹호해왔다. 이후 스트라우
스와 웰스테터의 관점은 신보수주의의 핵심들에게 계숭되었다. 예를 들어 2001 년

9. 11 테러가 발생한 후 저명한 신보수주의자인 노만 포도레츠 (NormanP，때horetz)
는 미국이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 9. 11 테러는
미국의 힘에 대한 경멸의 산물이며 미국이 오랬동안 테러리스트에 대해 힘을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호전적인 이슬람에게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

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라크 침공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힘과 의지를 만천하에 공
포할 수 있는 시연장이었다.
혼히 영국의 비비시 방송을 비롯하여 일부 언론 매체와 좌파 지식인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주요 동기로서 이라크가 미국의 석유 공급의 주요한 요충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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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파 부시 행정부 인사들과 석유자본들과의 연계성올 지적해왔다 5) 사실 현재
미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석유소비량이 많은

suv 차량의

보유량이 세계 최고라

는 지표에서 보여지듯이 저렴한 석유자원 공급에 사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쟁의 주요 동기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 난점이 있다. 비록 부시 행정부의 핵심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정도로 기존의 석유 공급 체계에 심각한 위기가 있어 온 것은 아니다. 또한 닥 체
니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비록 부시 행정부의 참여 인사들의 배경이 석유자본과
인맥에 있어 친화성올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들이 개별 석유자본들에 포

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셜령 이들이 장기적 에너지원 안정적 확보
나 경제불황 돌파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사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엄청난

위험요소와 비용이 예상되는 이라크 침공을 석유 때문에 결정했다고 보기는 불
충분하다. 왜냐하면 백승욱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비록 이라크의 점령으로 인
해 석유자원올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수입의 증

대보다는 소수 미국인 자본가들의 수중에 부가 집중됨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
다 6)

오히려 이러한 경제주의적인 해석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신보수주의진영의 힘에
대한 믿음과 이에 근거한 세계재편의 구상이 부시 행정부내에서 관철된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사실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은 경제주의적 맑스주의와

는 정반대로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경제적 요인보다 신념이나 비전을 특

별히 중시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1997년 이들이 결성한 ‘새로운 미
5) 예률 들어 이장훈씨는 『네오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에서 부시 행정부와 석유
자본과의 인적인 연계망올 나열하며 “이처럼 석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시 행정부
의 고위 각료들이 의도적으로 석유를 외변하는 측면에는(석유자본과의 관련성을 강력
히 부인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석유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훈， 2003 ， 미래 M&B ， 171 쪽 참조.

6) 백숭욱신보수파 주도 하의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r민주사회와 정책연구J ，

2003년 겨울호(미간)， 14쪽.

7) 신보수주의의 핵심 특질로 이러한 문화적 결정론으로 보고 있는 저서로는 Mark Gerson,
재e

Neoconservative Vision: From the cold war to the culture wars, New York: Madison Books,

1997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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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세계재편의 비전은 석유라는 협소한 목표로 이해되기에는 보다 원대하다. 이

들에게 있어서는 이라크 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라크에의 침공올 매개로 미국
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여 미국의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을 위협하고 중동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유일무이한 세계질서의 패권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

략적 목표로 보여진다. 이라크 첨공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전술적 고리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라크 침공의 알리바이로 동장한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때
문에 침공하였다기 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이의 부재와 이라크의 약함이 이들로 하

여금 쉽게 침공의 유혹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석유는 그 자체
가 핵심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세계체제의 재편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전리
품의 성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111.

전쟁의 명훈: 얘방적 독트린 8)

이렇듯 힘의 우위의 과시를 통한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의
동기는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선제공격독트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2002
년 9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선제공격독트린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

하였는데 글의 서두는 그들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전지구적으로 전례없으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과 영향력올 보유하고

있다. 자유의 원칙과 자유로운 사회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위치는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와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 이 나라의 위대한
힘은 자유를 선호하는 힘의 균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

이

것은 또한 미국을 위한 기회이다. 우리는 이 영향력의 계기를 평화와 번영과 자유

의 세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꺼)
8) 이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3년 5월 23 일 발표된 안병진의 맑스 코뮤날레 컨돼런스
발표문， “ 9 . 11 테러와 미국 국내외 정책 때러다임의 변화: 예방개념올 중심으로.， 참

^
9) White House, The National
~.

Securiη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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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미국의 힘에 대환 강한 자신감의 선언에 이어 이 문서는 구체척으로 힘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문서는

우리의 최고의 방어는 좋은 공

격”이라고 선언하며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국민들과 본토에 해를 끼치는 것올 예
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위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신
보수주의자들은 파거 소위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에 대한 예방척 선제 공격을 주장
한 바 있다. 과거 냉전 시절에도 이러한 주장은 일부 전쟁광들의 무모한 주장으로
간주되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역사의 종언이 선언되는 상황에서 예방적 선제공격
이 미국의 공식척 안보 전략으로 채돼되고 이라크 전쟁에서 실행까지 된 것은 참
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힘에 대한 자신감에 입각한 예방적 전쟁의 논리가 위의 스트라우
스의 관점에서 언급한 홉스적 세계관이라면 과거 클린튼 행정부가 강조한 예방적
외교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칸트적인 영구평화체제 지향과 맥이 닿아 있다. 사실

클린튼 행정부는 소말리아 개입과정동의 경험을 통해 사후적인 군사적 개업의 비
효율성과 예방적 외교의 펼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인터칼리지 리뷰

(Intercollege Review) 2002년 봄호에서 하비 시셔 만 (Harvey Sichem뻐1) 이 밝히 고 있
듯이 지금까지의 개입은 이미 재난이 발생해야만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한번 이러
한 위기를 겪고나면 이후 개입이 실제적인 문제률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

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10) 이러한 견지에서 외교정책 관련자들의 새로운 외교노
선에 대한 고민이 예방을 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척 귀결이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실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울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소말리아 개입에서) 오류는 더 거시적인 결과와 특히 앞을 미리 예견해서

사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 11) 1990년 후반부터 카네기 재단에서 주도하여
사이러스 반스 (Cyrus Vance) 풍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참여하여 클린튼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평가한 연구 리포트인

치명적인 갈동 예방’ (안eventing

Deadly Conflicts) 도 위와 비숫한 문제의식을 보이며 이후의 방향올 예방척 개입으
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이후 2000년 대선에서 고어의
2아)()，

‘전진적

p. 1.

10) Harvey Sichennan, ‘The Re띠V떠 of Geopolitics", 재e lntercolleg따te Review (Spring), Vol. 37 No.
2, p. 16- 23.
11) l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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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연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내가 1 월 유엔 안보회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새로운 안보 아젠다가 놓여 있다. 이 아첸다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
적 경계선을 초월하는 것이며 과거의 도전 파제들만큼이나 중차대한 것들이다.
오늘날 21 세기의 여명앞에서 우리는 고전적 안보과제뿐 아니라 새로운 과제들 또
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사전 개입정책올 통해 문제가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문제의 원천에 가깝게 접근
하여 해결해야하며 이들 문제가 출현하자마자 이 위협에 대처할 무력과 자원을

갖추어야한다.

고어의 이러한 예방적 외교는 군사적 해결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경제
적 노력올 통해 위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반면에 부
시가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선제공격 독트련은 비슷하게 위기가 자라기전
에 사전에 예방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과거 레이건 시절
신보수주의자들의 미국의 힘의 과신에 기반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재포장에 가깝
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이 명분으로 동장하는 배경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한다.

이 들 신보수주의자들은 군사적 제재를 선호할 뿐 아니라 악의 제국에 대항하는
선한 세력의 도덕적 의무감올 강조하는 극단적 이분법의 경향올 지닌다. 그런 점
에서 이러한 척극적 군사 개입주의 노선 주창자들이 테러 분쟁에 대웅하여 제일먼
저 시도한 것은 전 세계를 테러와 반테러의 양 집단으로 새롭게 경계 셜정하는 것
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2001 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는 “모든 국가는 선택올 해야만 한다. 이 분쟁에서 중립이란
없다. 만약 어떤 국가든지간에 무고한 인명올 살상한 불법자들올 지훤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불법자이며 살인자인 것이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12) 이러한 경계셜
정의 한 의도된 효과는 테러 근절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인 이라크둥을 군사적으로

공격활 국제척 명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2001 년 1 월 29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부

12)

The NewYorkTimes, 0 1/ 1α'08， p.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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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밝힌 ‘악의 축’ (axis of evil) 발언도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부여함을 통해 이라크 공격의
명분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테러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내부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시정부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
에서 의회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속적 테러전쟁의 이유를 제공해야 할 전술
적 필요가 절박했다. 하지만 이라크에 대한 공습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악의

축’ 발언은 그 의도와 달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많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즈 20002년 2월 24일자 의견란에서 마크 렬라 (Mark

Lilla) 교수는 이러한 발언이 냉전 시절 예측이 가능한 소비에트 제국처럼 일관된
축을 형성한다기보다 각기 개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

정세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13) 이어서 그는 다음
과 같이 부시 행정부의 국제 외교노선의 근본적 결함을 비판하였다 .

.. 우리는 미국 정책의 원칙올 명료하게 할 펼요가 있다. 이때 아군과 적이 하
루 사이에 바뀌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거나 적대시하는 국가들

을 상대함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볼 때 6월 중순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부시 행정부의 새로

운 독트련인 선제 공격 독트린운 1 월 29 일 연두교서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라
크 공격의 명분올 새로이 확보할 뿐 아니라 일관된 국제외교노선올 정립해야 한다
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비슷한 시기에 언론에 알려
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암살과 이라크 정권 전복 지시는 이 새로운 독트린이 어
디를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지률 시사하게 해준다. 또한 부시 정부는 나토 동

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
의 기정사실화에 앞섰다. 예를 들어 럽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6월 6일 브뤼셀에
서 열린 나토 19개국 국방장관 연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방어 개

념을 재정립할 것을 주창하며 “확고한 증거가 행동하는 데 전제조건이 될 수 없
다

한 테러범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수법이나 사용해 공격할 수 있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4)
13) The New York Times, 0210212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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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이러한 새로운 독트린은 어떤 점에서는 1 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밝힌 의
지의 외교노선으로의 구체화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시는 이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나는 위험이 자라는 동안 기다리지만 은 않올 것이다
라고 공언한 바 있다. 오랜 시간과 9. 11 테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서야 비
로소 부시 행정부도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 안보환경의 성격을 인지하기 시작한
셈이다. 다시 말해 이제 부시도 21 세기 국제 환경에서 미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
진 국가의 문제가 곧 뉴욕 시의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IV.

전쟁의 전략: 충격과 공포

이 섹션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선보인 미국의 전쟁 전략올 살펴보며 그 정치적
의의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라크 전쟁의 과정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회자된 개념

은 ‘충격과 공포’

(shock and awe) 라는 전쟁 전략일 것이다. 이 전쟁 전략은 전쟁 초

반기에 대규모 공격을 통해 적의 반격의지를 꺾어 조기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압도적 힘의 과시로 잠재적 경쟁자들의 대항 의지를 꺾고자 하는 부시의

예방적 독트린의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위에서 이념적 뿌리
로 언급했던 레오 스트라우스의 ‘힘과 공포의 정치학’ 으로 이어진다. 사실 영국의
비비시 방송에 따르면 3월 21 일과 22일 단 이틀 사이에 무려 1000기 이상의 미사
일과 폭탄과 쏟아부었고 특히 1991 년 걸프전때 이라크 지상군에게 공포를 주었던

데이지커터둥의 스마트폭탄둥이 투하되었다고 한다 15) 그리고 전쟁 기간동안 이
라크 시내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블랙아웃 폭탄으로 민간인을 공포에 몰아넣기
도하였다.

이 전쟁의 전략은 과거 베트남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미 공군의 공격이 비

효율적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신보수주의의 선구자인 번햄 (James B뼈Iam)
은 베트남 전쟁에서 리버럴들이 해온 단계적 공습같은 유약한 방식이 아니라 초기
에 강력하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전술을 전환하도록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이후

14)
15)

한겨레

02/06/18.
03/03/23 ,

한겨레신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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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수주의자들에게 공식적인 관점으로 채택되었다 16) 이는 이제 걸프전과 이라
크 침 공을 거치 면서 초당적 합의 에 의 한 “충격과 공포 .. (shock and awe) 라는 전술로

나타나고 었다. 반면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이나 2차대전중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 . 1991 년 걸프전의 초기 전면 공습둥은 대상국의 전의
를 상실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이 전략은 평가하며 이 교훈을 계숭

하고자 시도한다 17) 이러한 이 전략 탄생의 배경은 압도적 힘의 과시를 중시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이 전쟁 전략을 특히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드러내준
다. 혼히 부시를 비롯하여 부시 행정부내의 강경파들은 과거 클린튼 정부 시절의
“외과수술식 공습.. (surgical strike) 이나 “점진적 공격”올 유약한 자유주의 정부의
무농과 비효윷을 드러내 주는 상징적 예로서 즐겨 인용하며 경멸을 드러내곤 했
다. 예를 들어 럼즈펠드 현 국방장관은 1999년 클린튼 행정부가 세르비아를 공습

하였올 때 그는 시엔엔 방송과의 회견에서 “공격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며

“점진적인 군사공격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8)
이 전쟁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지 상대 적군의 사기를 꺾는데만 목적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전쟁 전략은 토마스 워드(Thomas Ward)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상대 적국의 민간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야기시켜 정권

전복으로 나서게끔 유도하는 또 다른 목적을 깔고 있다 19) 사실 위에서 렴즈펠드
가 경멸올 보인 클린튼 행정부의 세르비아 공습의 경우에도 초기 공습의 전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이 일자 민간인 라디오 시설 및 전력 시셜에 무차별 공습을
퍼부어 전쟁 종료 즈음에는 85퍼센트의 세르비아 민간인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
기도 하였다.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의 한명이며 이당시 나토사령관이었먼 웨슬리
클라크 (Wesley Clark) 는 이를 가리켜 “전기와 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척 혼란은

16) Garry Dorrien, The Neoconservatíve Mind: Politics. Culture. and the War of ldeology, PI피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p. 61.
17) Shock &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 htφ:νwww.d때cαp.orglshockchl.h뼈 (2003년 4월
23일 출력) .

18) 한겨레신문. 03/03/23. 3쪽.
19) W빼 T. , “Going Downlown: Civilian 뼈'3Structure as a Target in Air Campaigns", Prepared for

delivery a1 ihe 2002 Annual Meeting of ihe American Politica1 Science Association, Boslon, August
28- September 1, 2α)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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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들에 힘을 주고 (밀로세빅)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공언

하였다 20)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는 아예 전쟁올 시작하기도전에 미디어률
동원해 부시행정부는 ‘충격과 공포’ 전략올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전쟁의 목적올
미리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 기간에 보인 대규모 공습과 블랙아웃 폭탄에
의한 시내 정전， 알 자지라 미디어에 대한 고의성 총격둥올 통해 전쟁의 전략올 여
실히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비준올 했건 하지 않았건 국제법의 효
력올 지니는 1977년의 국제 조약에서 명시한 군사적 목표에만 공격올 한정해야 하

는 조항올 위반한 명확한 위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1)

V.

국내 힘의 역학관체: 공포 청 i)

9. 11 테러는 부시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의식에도 심대한 변화를 불
러 일으켰다. 사실 과거 천쟁에서는 미국 군인 몇 명의 사망에도 여론은 민감하게

반용하여 행정부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클린튼 행정부 시절 소말
리아 개업과정에서 사살된 미국 군인을 당시 군벌들이 차 뒤에 끌고 시내률 시가

행진하던 장면은 클린튼 행정부에 심대한 정치척 타격올 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미군 포로의 처참한 모습이나 백명이 넘는 사상자숫자는

반전 시위률

격화시키기는 하였지만 부시 행정부에게 결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우선은 부시 행정부가

9. 11 테러 이후 국내에서 벌여용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작업의 결과이다. 부시는 위에서 언급한 예방적 독트린으로
영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이념적 정당성올 확보했을 뽑 아니라 지속적인 테러 경
보 및 테러를 주요 이슈로 하는 중간선거 캠페인 및 민권에 심대한 제약올 가하는
애국법안 (Pa미ot Act) 동 반민주적인 아첸다 주도둥을 통해 중간 선거에서 대성공

을 거두었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포롤 유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22) 또한
20) op.cit., p. 10.

21) op. cit., p. 22.
22) 테러 이슈를 국내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도한 이는 부시의 핵심 측근
인 칼 로브(Karl Rove) 인 데 이 와 판련해서 는 Dubose, L et 때.， Boy Genius: Karl Rove, the
Brains Behind the RemarkiJ ble Political Triumph of George W. B따h， New York: PublicAff머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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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래 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안된 전국척 자원봉사조직의
아이디어는 현 부시 행정부하에서 2002년 1 월 “미국 자유 봉사단~.

(USA Freedom

Corps) 제안에서처럼 테러에 대한 투쟁조직의 관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마치 ‘전
쟁이 국가를 만든다.는 찰스 틸리(Charles Til1y) 의 고전척 명제를 증명이나 하듯이

현재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렇듯 미국의 국가률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었다.
또 역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가속화된
발판올제공하고있다.

하지만 여론의 보수화는 단지 부시 행정부의 성공적 전략 탓만으로 돌렬 수 없
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백숭욱 교수가 지적하듯이 그간 미국 외교가 보여온 무기
력함과 체제안보의 공백에 대한 대중적 비판의식이 존재한다고 명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적을 불문하고 미국의 정치세력이 장기적 비전없이 현상유지에 급급
하여 미국의 힘을 서서히 쇠퇴시키고 본토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9. 11 테러를 계기로 형성된 것이다 23)
이러한 일정한 대중척 토대를 견지한 부시의 효과척인 대국민 공포의 정치는 애
국주의척 분위기에 편숭한 민주당의 순웅적 행태와 결합되어 이라크 전쟁후 재건

계획이 서서히 수렁에 빠지기 전까지는 제도권 정치내에 어떠한 위력있는 제어판
올 만들어 내고 못하였다. 사실 어떠한 구체적 규정없이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
는 인물올 구금할 수 있게 허용한 ‘애국법’ 은 한국의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마저
연상시키지만 의회내에서 단 한명의 반대로 순탄하게 통과했던 경우가 증명하듯
민주당은 상당기간 충성스러운 야당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지난 중간선거에

서도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은 부시의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애써 입장을
모호하게 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경제 실정에만 집중하다 중칸
선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의 미디어도 민주당과 함께 충성스러운 국가 기관의 역할올 수행하며 부시
행정부의 공포의 정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특히 시엔엔

과 폭스 채널은 서로 경쟁을 벌여가며 미국외 국익을 강력히 대변하는 모습올 보
여왔다. 전쟁의 참상이나 이라크의 입장보다는 전쟁의 스팩터클올 오락적으로 보

2003률 참조.

23)

백숭욱，

2003 ,

6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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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미군 포로의 모습이나 전사자 수를 제한된 형태로 방영한 데서 이는 단척
으로 드러난다. 또한 마치 영화 웹더 독 (Wag The Dog) 의 전쟁 영웅 조작화를 연상
시키듯이 여군 포로의 구출을 극적으로 미화하고 부상경위와 정도동을 왜콕하여

보도함으로써 미디어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전쟁보도
의 문제점에 대해 미국 엔비시 방송의 유명 언론인인 애슐리 밴필드 (Ashley
Banfield) 는 “미국의 케이블 TV 진행자들은 국기를 온 옴에 두른 애국자”라고 비꼬
기도 하였다 24)

V I. 컬론: ‘힘과 공포의 정치’ 의 후폭풍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영화 갱즈오브뉴욕에서 야만적 두목이 권력을 유지하게

위해 잔혹한 공포 정치에 의존하는 모습은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핵심을 잘
포착해준다. 사실 권력 논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탁월한 통찰력을 보였던 과거 절
대왕정 시절의 마키아멜리는 군주의 권력은 인민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외심을 유발시키지않는 공포는 오히려 군주에게 돌아오
는 칼날임을 마키아벨리는 동시에 지적한 바 있다. 마키아멜리의 통찰을 증명이나
하듯이 점령당한 이라크의 민중들은 미군에 대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
고 미군은 연일 사상자를 내며 베트남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을 통해 부시의 논리를 생생히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극도의 공
포심에 사로잡혀 핵무장을 재촉하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 총리는 군축 협상의 재론
을 거론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독자적인 안보공동체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 일본에 이어 프랑스까지 자체적으로 선제공격독트린의 채태을 검
토하는 등 국제질서는 홉스적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기까지
하다. 현재까지의 양상은

힘과 공포의 정치 가 미국의 압도적 힘의 파시를 통한

패권의 확고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반작용을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쏟아내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힘과 공포’ 의 정치에 의한 후
폭풍이 앞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국제정치 질서를 재편할지 모든 것이 유

24)

한국일보，

03/04/28 , 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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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척인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초끔씩 정후활 보이
는 후폭풍은 겨우 시작일 뽕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칭공의 논리 : 힘과 공포의 청치학

,

lf nlllftT

1.

191

*繼양싫ι: ‘

πle 1ρgic

of Invading 뼈q: πle Politics of Shock and Awe
l예빼Jln IIhn

I 없INa뼈1BI U빼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domestic policies as well as in foreign affairs during Bush administration.

poli디cs

Especi머ly，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reasing 잃lience of demonsσating power and eliciting fear as a strategy
fores때blis비ng

U.S policies. With regards to this sσategy， 야1Ìs p웰ler seek to comment on the

questions in turn; what is the intellectual roots of this strategy?; How this strategy constitutes
substantial bases in Bush’ s ‘ assertive new military doctrine’? How this strategy is reflected in
m피tary s없tegies

of ‘shock and awe? Does this strategy have practical application in domestic

politics as well? Fina1ly 1 will briefly conclude why the implications are ultimately destructive
of American emp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