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국제분쟁 대용과 독자척 안보

천략의 부칭

。t~가니스탄 전챙 대용의 안보

갱책척 의미를 중심으로*

"1

,

’ 1 1서을C뻐괴

잉진 용어피 EU의 중 용유엉 의장이라늠 세호용 인''''경에서 EU는 육
자직 인E징획의 밑요성을 영김@이고 지쭈쩍 인오정찌성~!i!섹얘 g 디 그러
나

9. 11

에러 이* 더욕 강여되는 미국의 잉잉쭈의 노성에 제대료 대치히

지 용잉으료써 이프가니 스틴 징정에 대잉 EU의 대용 g 를지액 잉보징찍 g

에의 죄~J< 이어장다 잉정 충

EU

칭여료인 가능앵으여 용진

잉정기긴 용인 EU 의 이프기니스틴 대에도

*

지원의 칭여는

EU

억원국.의 재잉적

인긴의 a정찌의 이투리 내에서 시민보호외 대인 g잉에 언엉되는 툴 EU는
미국과 NAT。의 엉쭈 안에서 용직여 웠다 그러나 디를 언영으를늠 경엉럭
긍시 여경과 깅은 특지혀 정획도 꾸중히 *진하연서 유겁쭈의외 디자쭈의의
시도. 표기하지는 잉잉다 이러언 의 0 에서 국제흘g파 판연인 EU의 인E

징찍은 싱g에 띠라 유연하게 대용하는 쇼극~이;l; 1~A파칙잉 디자쭈의리

고”수잉다
쭈쩌어

궁흥외요인호징에

유잉안E영위성찌

이E가니스잉 진 g

유겁

주의 디지쭈의

1.

서

혼

즉찌 용쟁의 역사는 인휴 갱씨의 보연적 역사얀쯤이나 길다 용갱용 안보 장용

얘용 탄생시었고 안보용흥씨는 씨로운 국가의 역사용 형성jI<I 경제용함으로 시

·이 논용용 "'"년 정우찌씬，;，욕인적지앤쭈 악슬연구죠생시엉 'IJ 으효 ’1작어，，，씬흉찌안

의 지앤을 앙아 연구외었융 ( KRF-2OOI애π "'""이

JOf 안국정"연구 셰’ 7~ 에 21 ( 2008)

씩원 유업용엉의 역사가 갱씨f-앙으로 이어질 것인가외 상이리도 안"용흉씨의
뭉셰와 잊용혀 잉다 륙'ð'1 1990년대 .，후 각종 조약외 세경파 극셰 용갱 대용"I<!

경얘 유엉의 용용안보쟁에!<i1혹'1 망션하여 영구자응 간외 논쟁이 앙망하찌 션
개되어었다
유업안보청에외

암션 융 앙씌하는 입장용 현성주외 ( re ali‘ m ) 와 인도주의

(humanism) 잊 실용주의 (αψ빼"" )라는 셰 가져호 크찌 g유” 수 잉다(Whitman
20)6 . 11-1 3). 1) 현실주의늘 유렁안요갱에융 당대 국제영져외 엄성에 죠용하는 것

으효 용으효써 이국에 비에 약얻 궁사혁용 보유한 유영연엉 (EU) 외 셔지톨 충요하

깨 고허하여 안보갱에의 강화톨 강조하는 논리료 싹용하는n 안연 인도주외는 끼
인융 안보갱씩의 충요 대상으호 보고 얘양 인권갱에에 외에 야기되는 률안으호우

터외 개인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인권흩 강죠하는 논리로 기놓언다 "1)영 싱용주

외씨는 EU의 안보션약융 풍용갱에외 영환으 g 보。) EU외 세펙 강화톨 쩌한 성찌
앵용에 용씩의 초정을 운다 특히 이 잉장에 여르연 유명안요정에외 예 방쩍 개업

(pre\'entîve eng:앵tπ~， )와 g파척 다자추외 (effective m띠삐"'"피"")가 충요하게 강
조왼아

엉성주외와 인도주의는 각각 유엉안보정에외 특정언 껴용톨훌 갱‘'1 파악아여
요~하거냐 강화하는 논리호시 충요얻 기능융 힌다 그러나 이 잉갱용 다용 한연
으호 정에에 대한 영연쩍인 의악에 여 융고 구죠혀이고도 심갱쩍인 *연에 대언 원

칙융 정시한다는 명의률 엇어냐지 옷언다 여라서 구조객이연셔도 싱갱혀인 흑연
흩 강조히기 위에 엄싱주외객 입장이지안 구죠외 특성흩 중시하는 구죠혀 엉싱주

의 (structural re에，m ) 와싱용후외용총@하여 유영안보정 책융용석하고자 @다 용

상용주의척 업장에서 유엉안보갱에외 구‘객 용갱융융

”

지구혀 영휘자 (global

그"애 자유주의의 엉싱후의 냉 그 층 v ，예 잉생으혹 ￥유’ 수도 잉써인

0'

;t용 유영

연앙 (EU) 의 극찌~~호다농 유엉안l갱‘에 껑충혀고셔 하 E!;. 작 ~M 에 예언 웅@
에 시각E다는 구‘혀잉 인a갱 1에 이~~정흩 q 하고져 언다

2) EU I뼈tUIe for Sø:UriIY 51'ωiet{EUISS )의 V~잉찍"""" "" 냉 """'"’‘∞ 1 딩에 의
‘ 성엉 g 유엉안"-양애갱익 연구지 안에)에 외에 예 u
J) -A Human seç띠y Doctri~ for Euf'O\X: B. ttlona Repon of thc Srω， Gro야 QII Eumpc'.

‘

Scrori ty Capabi lities" (Bartc lolla , I S Sepember 20여)에셔 셰기영
4) EU 9! Fom gn PoIity Cente이FI'C 가 추장하고 .에 Whim‘n ( 2006)에 외에 이용아엉

유링연암 ( EU) 의 긍예"정 얘용야 §지적 인보션아의 ￥영

'"

actor ) 로서는 국제척 셰 력 ( power ) 이지안 이국에 대항하는

지구적 궁영 세 릭

( gk>b이 power of balancc) 용 외지 옷힌다는 한정(Whitman 2(α

8)올 걷지 하는 한

영

구죠와 가능생융 항께 강조하는 구죠적 현실주의 잉장애셔

양극예재

(히 poJari!y) 의 장피 후 EU가 이극에 대얘 일정얻(척어도 지역척 의이에서는 )it앵
세력으로 작동하기 g 시도했고 또 가능성이 있다(Poscn 2006 , 149 ~ J86)고 온다

이 긍의 구세적인 용석대상옹 아프가니스탄 ( Aft야 "'잉") 전쟁융 융려싼 유업안
보정에의 연화와 전앙이다 이 예 아프가니스딴 전쟁온 9. Jl 에러 칙후 미

영 앙

용군의 아프가니스탄 흥슐에 의얘 시작원 선갱융 앙한다 굿’4 척 성격올 연 아프
가니스탄 운생용 1978년 내션으호 시작예 소련의 갱공용 거치는 오랜 파갱 융 거었

지안 EU의 안보갱액 성링이나 실찌 개영 문찌에서
정 한연이 없기 예운이다 안연

9.

11 에러 이션의 용쟁용 직

9' !l E~ 러 이후의 아프가니스안 션쟁옹 EU가 서

옹으로 국찌 에러용 중요얻 안보재닝으호 인식하는 연회용 겪게 하고 중용지역융
녕어 서냥아시야까지 안보갱책의 실갱척인 개업 얘상으로 상았다는 정얘서 충요
한의미용갖는다

에외괜안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엉안보정책얘 대안 연구는 이이 않이 용척되었
으여

특히 욱내의 연구§온 대우용 실용주의척 흑연에서 용석함으로애 창죠양 안

한 운언률이 척지 않다 그러나 대부용의 연구동온 융업안보정책 자얘냐 딴간 안
도의 용쟁흩 혹옹 이라크 션생과 판연원 유영안보정책애안 싼싱융 기용여 왔다
그것용 아프가니 스안 션생에 대얘

9.

11 에러의 원련원 이라크 천의 천초션으로 간

주하고 갱근혔키 예용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에 대얻 EU의 대용도 아프가니스
당 선생에 대한 대용과 크게 다르지 않앙다 그러나 아로 이정용 역으호 보연

아

프가니스단 션쟁얘 얘힌 대용 앙식이 이라크 천에 대한 대용애서도 때부용 유지의

었다고 일항 수 있다 따라서 EU 안보정책의 앤화와 전양용 용석하기 위해서는 요
히려 아프2↑니스탄 션생애 대한 대용얘 호정융 동 명요가 있는 것이다

융의 구성용 EU안보갱에의 연화가 시작원 얘경융 이혜하기 쩌에 언처 냉천 총
식 후 유업의 안보환경과 안보개녕 연화톨 살여보는 것으로 시작원다 다용으흐

아프가니스탄 션쟁의 션재와 그에 대한 EU와 유영 국가를외 얘용애 대얘 륙자적
안보션확 오씌융 충싱으로 한 유업 안"갱액 앤화의 백학애서 고장힌다 야지악으
표는 종천 후 EU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앤 대에얘 대예 용석 한 후 이를 유업의

안보정에걱 의이에서 명가힌다 경흔얘서는 이러한 운석용 토대호 미국 잉영주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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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찌힐서얘서 EU의 용갱인 다지;주의 안보정책이 가지는 외미 훌 양아본다

냉전 홍석 후 유엉의 안보잉경과 안보깨엽 변화

II

냉전의 종식용 세계 각묵의 안보환경융 은온적으호 연화샤 였다 용용 지속적인

군사걱 워엉이라는 전용적 안보양경얘 여션히 노흩외어 있는 지역도 있지안 다용
찌 반 조건이 상이에징얘 따라 근온격으호 색다음 얀호위엄예 서얻 지역도 생져났

다 냉션종식 후유염의 안보환경도이러한현상애 따라서로다증세지역으로구
융되었아 ( Hyde- Price 20(2)

(core zone ) 파

용

서유렁에 혜당하는 안정현 명화지역인 에싱지역

대 부g 혐성사회주의권에 속했지안 서유렁 자본주의권으호의 육해

용 강앙얘용 중유영 중싱의 중간지억 { in!cn뼈Îa!e zone} 그라고 앙의 두 지역과 인

쪽주의적 정예성이 상얘격으료 상。l 하고 인종문쩌와 국가건성이 갱치쩍 의찌의
에싱용 차지하는 홍유엉과 방칸 지역의 외무지역 (ourer l.(){‘)이었다 그러나 9 . 11
에러 칙후 아프가니스탄 션생이 양양한 이후에는 EU 와 그 회앤국률이 충동과 서

냥야시아에 개입하찌 딩으로써 이슐링연와 관연원 국제책 에러도 안보용셰의 충
요한 의 세 로 풍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얘는 비(~~)유렁 지 역도 유엄
안보환경외 채4지역으료 용 영요가 있다

냉천 총식 이션까지 유업융 포앙얻 국껴 경서에 서 안"-개녕용 주로 용구훌쩍의
생용이나서유렁 내의 장애적 우력 앵사얘 여용 궁사적 위엄이라는 션용척 의이었
언 안연

냉션 종식 이후 9 . 11 대러 。l 션까지는 중간지역과 의 부지억애서 연유하

는 갱치적
난인과 이인

수형

정셰적

사회혀 공정얘셔 억생의는 인총운규와 영토용쟁 용으호 인한

인권유링

환경요영 동의 '1 천용척 개녕에 에당의는 것융이었다(이

2004 . 17 1) 그러나 9 . tn~ 러와 아프가 니스당 천갱 이후 유영의 안보깨 녕용

재4지역인 비유엄지역으로우터 요는 에러외협이라는 또 다용 의이 흩 추가었는데
이는 연엉원 전용칙 개닝의 쩌형이라고 양 수 있다 용 오늘냥 유협의 안보환경파

안보개녕용 션용적 외협과 비션용적 써협에 다 강이 싱정객으효 노충원 것이다
킥가객 정 e앵엉에 여흔 션용적 안보개녕파 당리 비천용혀 안보개영옹 당국가

중심 객 갱근앙영에 따라 깨영 인 간흩의 용지와 사회 및 세찌의 온연에서 안보용
사고하는 것와 판연외었다(이수영 2003. 120)

욕 미시적으로는 개인척 혹옹 인

유엄연앙 (EU) 의 국셰용갱 대용파 흩자핵 안보전씩의 우갱

3<)'

건안보§ 포항하고 거시적으호 국제적 "옹 지구적 안보수춘용 포항하게 잉으로
써

공동안보 (αlffiITlOfI security ) 나 협혁안보 (oooperative security ) 또는 포왕척 안보

(çom pn: hensi\'e security) 동으로 불영다 그에 따라 냉션 총식 후 9 . 11 얘려 이전까

지 유업안보갱서에서 앵위자률 간의 상호작용용 싹대서양초약기구 (NA1D)와 유
럽연영 (EU ) 빛 유링안보엄연기구 (OSCE)S) 웅의 안보기구동 간의 엄쩍과 정쟁융
←용혜 다자주의적 안보셰 껴 S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얘 대항혜 유럽의 특자
적 안보용 강화하려는 유업주의 (europeanism) 와 미국과 NAlD 충성의 국제질서 용

강조하는 대셔양주의 (atJanticism ) 의 견흥 송에서 후자용 주§요호 하지안 유영주의

의 강화도 기도하는 느슨얻 영대의 다자주의였다고 앙 수 있다 안연 9 . 11 에러
직후 이국이 영인 아프가니스탄 션쟁에 유링이 개잉한 이후에는 이극과 NAlD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유검의 안보는 기존 형혁안보의 톨 안에 더욱 총속의재 ‘l 었
다

한앤 2001년 이후 EU의 충

동유엄 와대는 또 다용 의이에서 유럽 안보연껑과

안보개녕의 연화i 가져왔다 20Cμ년 이션끼지는 EU 이앤긍이 서유업에 얻갱쟁으

로써 유영안g가 예싱지역에 국한~었다면

2004년 이후에는 외푸지역의 유엉국

가응까지 포앙하게 외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유엉 안a환경 지역용 EU지역

파 EU 의우 유엉지역 및 비유영지역으호 다시 규정원 수 있다

”

.5) 0SCE(()rgarl이‘ion for s..:띠 Y and coopcraùon in Ewopc)는 유영의 지역객 얻상유지를 도
요@ 용색으ζ 357' 국 정싱 잊 정우 수인이 갱씌언 가운에 영연 197' 년 8 월 영싱치 정
상껴외 1 꺼시 씩총외정서 ( Fin“ Act ) 가 셰에영요료에 ~성잉 CSCE (Confere~ for
SccuriIy 31잉 Cα:.peration

in Em이. )의 후ξ죠칙으로서 199’년에 엉유잉안3ι엉력기구ζ 상

성회의었다 """년 엉찌 전 유정 욱，).의} 미국 잊 껴나다 흉 ，." 국이 피띤극으효 양
가하고 안극 일용 이입으용 11 71 극이 엉킹국으로 장가하고 있다

.OSCE(Organiz‘~

f<:r Sr.wri ly and cooperatico-‘…Ew쩌:0: ): hnp:μCn .w‘ ψcdiaøglwikilOrganization대lr_SccuriIy
，"，，_C∞ penltlon_ln_ε.""，， 1 정씩잉
g야""" 1경씩잉

2008. 8. 2 1): OSCE 용에이지

hllp “’w.~

2008.8.2 1)

6) 서유영 예상지역의 안~.녕예 얘예 예스트연헨 세제의 영생의 8련 에 션영하는 " "

신중세 "-‘1 적~~ 성영하는 g용 각각 W잉ι."’m 와 8 애(1 m )이 있다 그려나 이
성영와 EU 외 충

용유경 m대 이후외 용셰는 아프가니스딴 전생와 영연띤 유렁안보갱

에이아는 이 논g의 영써. 엿어나으로 더 이상 성세. 농외는 생~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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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럽연앙의 안보쟁액 연획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용
EU 생링
다

후 안보정에의 양전온 국제용갱파 원연얘 크재 네 시기호 나눌 수 있

아스트리히트 ( Maastricht ) 초약 셰경 이후 보스니아 에르에 고비나 ( B 야'"

Herzegovina)
재 l기

~생융 계기호 이쭈어진 1997년 앙스 '.료당 (-ι띠찌) 조약 이션의

앙스에르당 죠약 이후 E소보 ( Kosov이 용쟁 융 용얘 이후어진 1 998년의 안

호 (SI. M써o) 정상회당까지의 제2기

양로 갱상여당 이후 니스 (Nice) 죠약융 거쳐

9 . 11 태혀 이전까지 이르는 셰 3기

그리고 9 . 11 에러와 야프가니스안 전갱 이후

시기인 재 "1 가 그것이다

” 이중 재 171 에서 찌 1기까지는 이 논푼의 주요 용석대상

인 아프가니스탄 션갱이 땅땅하기 이천의 안보갱액과 완련원 사항이 E호 항깨 묶

어서 다쭈고 찌4기는 에싱 용석대상인 안큼 영도의 정로 엮어 보다 상세 하게 고장

얻다

1 유업연합의안보정책앙전과독자칙안보진릭의모색
EU률 용엉시켜 찌 1 71 * 연 아스트리히트 조약의 외쿄안보정외 경정용 얘서양주
의자와 유영주의자을 강외 잉사적 'l엉의 산용이었다 대서양주의자와 유업주의
자 간의 논갱애셔 두 가지 사항

측 용용외교안보갱 에 (CFSP) 의 정에경갱 유혀파

유형연앙 ( EU ) 와 서유영퉁앵 (WEU) 잊 욕대서양죠약기구 (NATO) 의 장제 성갱 용

제얘 대혜 영갱한 합의，) 이우어진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유영이사회가 각료이사피

의 지갱서 을 작성하교 각료이사회가 그에 기반혀여 공용앵동외 주찌 용 안장일치

7} 이송E 양영주 (2004 ， 102) 는 "，.녕 흥동외요 추구톨 에싱으호 하는 ‘생쭈"" 보고
서의 씨 에 이후 "'3년 아스트리히트 '"약 세경 이전까지의 시기 . ，’영정시연혀 씨

(FPC : Europe갱"얘 i<::aI Cooper.ttioo)톨 충싱으로 하는 초기 g 용안보'.녕 정링단계 로서
찌 l 기호 구용하고

'993년 야스트리허，!ê.iJ;.약 。1 ... 1999년 검 e 유엉。1사찍 이전까지

의 시기 톨 용용외교안보정‘ {CFSPl 융 종생으호 하는 충기 용용인a끼녕의 정 g 당계효
서 셰 Z기호 구용하에

1999 녕 영톨 유엄이사펴 '.왜 이 1 시기흩 유영안~앵애정 씨

( EδDP) i" 중싱으호 EU 내 심검척인 갱씨

궁사기구 양성~ 경정얻 후기 웅용안~끼녕

갱영당져 인 셰〕기호 구용언다 그러냐 이 구톨" 0)프가니스안 션쟁파 8 영원 EU외 안

보갱에 을 용석얘생으호 하는 이 g에서는 예정하지 않다

유영연안 (EU)의 굿셰용생 얘용파 욱지애 인~션앙외 l까갱

로 경갱하여 " 그 우송 결정을옳 가중다수길로 의경하도응 규갱외었다
EU 의 안보훈제와 완경@ 여 WEU는

EU 냉전의

""

” 그리고

예심 우용으로서 양외적 ~.，성옹

가지는 EU 의 경갱파 앵흥등용 수렁하고 성앵하며

각료이사펴는 ‘앤U와 일시하

여 ‘a 요한 실제끽 훈비용 얘택하는 것 ξ로 함의꾀었다

…그러나 다흔 한언으호

EU의 갱에옹 욕대셔양조약에 따용 회앤국가융의 의우용 존중하어 그러한 용 내얘

서 수엉왼 꽁동안보정책과 죠화용 이쭈어야 한다고 유갱되었다 '"
아스드리히 트 죠약으호 유엄정치힘력이 꽁동의ii!안보갱에 (CFS P)으로 전>!힌
것용 유업안보정책의 앙정에서 충요안 연화였다 그러나 아스트리히트 죠약용

EU

의 3개 재영척 기동구초예 여흔 갱찌객 일판성이 우재하l 안장영치찌얘 따라 용
용외교안보정책 (CFSP) 의 정에견정이 어업다는 푼셰 외에도

각 회원굿응의 안보

척 옥수성 용용외교안보정책 (CFSP ) 파 NAT。 안보갱에의 조화 의우 WEU와
잊

NATO

EU

원계 등으호 인얘 설갱객이고 륙지척인 안보갱 책 과 수단이 우재하다는

운찌톨안고있었다

제 2기와 찌 "1 에서는 극찌용쟁찍 g련 1얘 이러한 운재 인식이 유명안보정세성의
양천융 가져와 세오걱

설션걱 양션과 연경 <1 었다 용 유영에서외 냉전종식 직후

유영인융파 유영국가흩 사이에 유형안보용 자신율의 손으로 예결힌다는 인식이
"산되연서 안E자주성이란 의마의 안보정세성이 양전되었고 그얘 여라 EU의 안

보정책이 깅앵력용 영개 외었다는 것이다 유영의 안보양경파 안보개녕이 충간지
역와 외부지역의 내외부 강동옹 껴기로 연파의었옷이 유영안보정세성도 이 지역
의 강웅얘 의혜 싱대언 영향융 받았다 혹 <1 목재용갱용 외우지억애서 주로 앙생

하였으므로 외부지역의 켈퉁이 충요혔다 그충 일 '1척으효 충요한 g갱이 1m년
호스니아→에료세고 '1 나 용쟁과 199ν%년 코소보 용쟁이었다 문사객 용생 으로 잉
션원 이 지역의 강둥이 기종의 비군사적 안보정세생용 연 ..시킨 것이다

1 994년 보스니아-에르셰 고비나 용쟁용 외부 용갱 개잉외 한계로 인해 올바오

EU의 논의료 이어졌다 그얘 따라 1997년 조인원 앙스에르당 조약옹 아스E 리 <1

8) T/e8Iy 00 Europeι. Unio‘ TI~V.^"ick ’ J .l
9) T~‘’ 00""야le3Il Unioo. TIαV.ArtidcJ J .2
10) TlUly oo Eurupea:1 Unioo. TIlIe V. ArticIeJ.4.2
11) T=tyoo Eurupea:1 Union. TI야 V. AnicIe J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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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조약의 공동외요인보정에 (CFS P) 융 대폭 보완하여 갱앵썩흩 강화하였다 우선

각료이사회의 가중 다수경재도예 건설척 기권 찌오용 도잉하여 의경가능성융 농었
고 유렁이사회가 갱의씬 풍용천약용 객용하는 경갱파 이미 이사회가 얘핵힌 공
용앵용이 나 공동선언용 성행하는 정갱의 경우애 가중다수경융 설시하오흥 영푼회

하었다 '" 그리고 장종외교안보갱책 (CFSP) 의 실쟁척 대요자료 σSP 고위대요

(High Represen!ll tive f~ Ihe C얀P

각료이사회의 사우총장이 경잉) 용신성하여 용풍

외교안보쟁 에 (σSP ) 과 완련핀 오니터링파 문석

갱책잉안융 쩌얻 g석과 전략 강

구 외기시 조기껑보 시스앵 앙령 풍의 잉우톨 앙도혹 하였다 씨 또한 >9'7년 앙스
에르당 조약에서 EU 회앤국응용 이용바 피터스어그 과제( PeIerSburg t엉.ks) ' ‘1에 엉
릭하기호 용의하여 기존의 파찌동

위기 완리시 션'1'대 쭈입

록 인도주의

구재

영화 유지 ( peacckeeping)

중재와 영화 수링(야acemaking)에 EU의 대의적 역힐용

추가하고 운사혁의 사용융 쩌빼 운호용 개엉하였다( Duke andOjanen 2IXl6.

479)

>9"년과 ' '''년에 절쳐 양셈” 묘소보 사태는 이악과 서유렁 간의 싼계에서 유
영안보정 세성 연화외 더혹 중요한 계기호 작용했다 E 소보 사얘외 여짜로 초혜영
씨료용 안보위명에 대한 유언 시민용의 우허가 커겼융 앤안 아니라 이즉외 에게

오니가 더옷 강하게 작용하늪 에 예한 서유엉 국가를의 염려가 강하게 g용외기
시작힌 것이다 그에 따 라 우엇보다 대서양루의와 유링주의호 강혁하게 대링혔언

영국과 프랑스가 >9"년 12업 얄호 (SI. M빼) 갱상회양용 용해 WEU 용 EU애 용엉

하는 에 항의하고 용용외교안보갱액 (σSP) 의 약갱용 보완하는 차연에서 EU가 신
외양 수 있는 문사력으로 윗망갱되는 자용적 군사앵흥놓혁융 보유암 것융 천영하
였다(이수앵 20Cμ

188- 189) 특히 요소보 사얘얘 직연하여 영원 1999년 6월 휩흔

(K어，) 유영이사회는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융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보 훈야9
더 구예 회하여 유영안보방위갱혜 ( ESDP ) 융 수엉엉으로써 이후 EU가 집단안보 역

안융 수예양 수 있는 호석융 마련하었고 강용 얘 " 엉 용생푸르크( Luxemburg ) 얘

12) Tlπatyof Aπ‘"'"잉ß ， Artic le 23(2)
13) TIπ‘Y 이 ArnsIeIdam. Artic le 18

14) L992년 6월 ”잉에 셔유경용엔 (WEU) 의 g련원 EU외 주요 성언이 이 ￥어지연 { 셰 q
‘~

WEU :.-j.,. ... 지갱하는 양료 당샤 이 션언이 이 우어갱 생 ( ，，)의 이 용. 안 것잉 에

터스에그 선언용 WEU의 잉쭈와 엉련에 인도주의여 구조사엉

‘

엉 에 해기영리시 전1쩍 엉우 톨 추가어업다(깅이지 1!x

19 1)

영화유지

충제

영여수

유연연앙 (RJ )의 긋"'f:~’ 에용껴 “지칙 안~견야의 !갱

셔 개최원

WEU

국.~

외우장원 회당용 요소요에 대힌 영양혀인

NATO

Jn

풍습과

WEU 회핀국률의 군사허 영사의 한셰융 지혀하었다(요일l! 2001 .376) 더 나아가
1 999년 12영 연강드 ‘싱키 ( Helsi야;)에셔 영연 유링 갱상희당에서는 "소 보 사에
의 강용 지역톨갱에 신속하고 효흩칙으호 대용하기 쩌언 유영 륙자앵쩌기구의 영
요성에 공강하고

유업의 안보용 주도혀으호 양리하고 잉는 NATO와는 녕도료

>lJ3녕꺼지 역내 명아유지 작전수앵융 위안 ' - 6안 영 규모의 신송대융군 갱영파
당인 지휘용찌써세상 강~ EU의 정치

군사위원회 흩 신셜키호 경정하었다(이수

엉 2003 , 130) 그에 여라 2001 년 죠인원 냐 스 ( Nice ) 조약에서는 유헤안요양쩌쟁에
(ESDP)의 수영흩 쩌언 정치안보위앤여 (PSC: POI “iCaI and security Commi noe). EU문
사쩌핀회 ( EUMC: EU M ititary Committr.e). EU궁사창오부 (EUM$: EU M iJi wy staff)의

장성이 결정되었다")
이와 강이 껴 1 기에서 셰 1기에 이르는 기간 용안 ‘i생<! 대 g객 인 극져용생용 보
스니아→에르써고비나 용생과 요소보 꾼갱이었다 그리 고 이 품쟁앙에 대안 대앙융

용에 유엉연앙용 대서양추외와 유영주외외 한용 앙선핑 양의톨 이항어 내 특지객
안효천하율 요씨하연셔 군샤칙 안보갱예성훌 갱영하는 찌기를 아연 g다고

g

수

있다

2 유형연합의 이"기니스틴전쟁 대용과특자혀 안보전획의 외생
에 "1 용 연 얘요척인 욱~"쟁용 200 1 년 9. 11 에러 칙후에 양양언 아프가니스

당 선갱이었다 셰 3기까지의 용쟁률이 유힘안..갱‘생 갱링의 '''1 잉다연 아프가
니스안 전갱용 시세‘ 다톨 외이에셔 유엉얀 ..갱‘성에 영양훌 미었다 아프가니스

안 천생용 ‘l 려해엄이라는 씨호훌 안보@정에 대한 EU의 인식이 썩었용에도 용구

하고 NATO와 미국외 추도권 ~.，.서 공사핵 안보정세성의 @셰‘ ”인하는 계기
가 원 것 이다 야g가니스딴 션쟁으로 시씩'i! "1 극외 대에러 션쟁에 EU 는 육자척
안보쟁 에영의 와영으호 나아가지 옷하고 이즉야 안경원 인강한 사인인 궁시혀 앵

용에 예에서는 다시급 여앤극을의 끼엉척인 경정으호 회귀 g 수깎에 엉었고 그에
아라 대셔양주외야 유영추 '1 간외 앙의가 지속씨지 옷하는 경파호 이어셨다

IS)

Tπaty

of Nice. Allide 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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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국정 X 연구

에 17징 세 a(2008)

200 1 년 10월 7일 이국파 영국의 함용 군샤작전으로 밀땅한 용격석인 아프가니스

탄 전생용 강옹 얘 12월 14잉 미국 우시 대용령의 웅천 션언으로 총경임 예껴}치 약
두 정이 죠긍 녕재 지속왼 그다지 깅지 않옹 천갱이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융

율러싼 용갱얘 대얻 미국의 개입용 오헨 억사용 가지고 있기도 었지안 。}프가니
스탕에 대한 공격용

9. 11 얘러 직후부터 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예용얘 미

극피 영욱의 공세가 째를리 이'1-어졌융 잊안 아니라 이에 대얻 유영 국가융의 대
용도 중 "1 원 듯이 신속@다

미국이 대에려 전갱융 션언한 후 영용이 얘 안 원 2001 년 9월 1Jl 일 정에 EU 회
씬극용옹 이 션갱에 대얻 지원융 션언했다 구세적으호 주요 EU 회앤국융용 공 용
항정 "1 강화와 아융러 국정 용제와 수용 용셰용 다징하연셔 에려조칙융에 대한 긍

융지씬 중지률 약송었고 륙허 스에인과 포르부강용 자즉 군사기지융용 이긍이 사
용하도용 허용했으며((J[ 1) 강조)
군사지앤용 약속했다

강용 에 1 0 앤 3일에는 프앙스가 영 공개방 잊

이어 10엄 7일얘 쳐융부터 미국과 풍조g언 영극이 미

영

영용문예 상여에 아프가니스탄얘 공융융 개시안 후 11 월 4 -9영 사이애는 예엉캉
드가 1 .lOO영의 문사 g 파냉었고

옥일이 아프간 전쟁 여영의사용 g영 g다 프랑

스는 11 생 17 - 1 8 일에 다시 이라주 ( Mirage ) 혹격기 1 0대의 파견융 경정었으며

특

일도 11 월 26일에 싱찌 군사지앤융 시작g다 다시 안뼈 아프가니스탄 선갱예 얘
얻

EU 씌씬극융의

대용용

9 . I1 칙후의 대얘러 전생의 연장션 애에서 。1 쭈어 겼언

것이다
안연 아프가니스안 천갱 기간에 EU가 춰얻 죠치는 개 션 이션에 이쭈어진 대 g
안외 션언객 방g와 총션 직션예 정정얻 져건 지연이 전부였다 2001 년 9월 1Jl일

정에 EU 대표단용 미극파 공용선언용 용혜 -우리는 극져애러리증용 셰거하기 위
에

그 지오자와 하수인융파 조직양용 제거하기 쩌에

포왕격이고오 죠칙액이며

지속적인 노혁융 영 것 이라고 양요혔다(유갱씌 2(X)2. 51) 그리고 1JlO 1 년 2엉

EU

깅앵써원 회 애 의에 도잉 원 신욱안용기찌 ( RRλI!.: Ra얘 Reaction 씨@띠nism)가 위기

싼리용 쩌한 재정쩍
어

인도혀 지원 에 도호 셔 1씨 처용으로 아프가니스탄얘 실시찍

그 영자 조치료 정치적

16) "'Thc:

<X,lmfIIOIl

경제적 채건융 지앤하기 쩌해 약 4s3안 유호용 쭈잉

ron: ign ‘닙 SeCUriIY poI ky: intrα"""'"

"'"에뻐"ι""，""α)J 1 Jmn{갱씌잉 2007.6.3)

유엽연영 용예이지

hllp~ α ...‘aι

유잉연 tHEU) 외 국세용갱 얘용i니 ‘i자척 안~션악외 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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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1) 이프?써스윈잉g 에대앤쭈요국기외국세기구의대용
일시

2001 9. 11

EU 회웬쪽

01 혹/NA1U

EU

뉴용셰 1 우역 센타잊
쭉왕부천훌에 .랍항
꽁기총활
· 스에인

2001 9.20

포료후질 군 션쟁지씬풍흩션언

사가지 사용허용

• EU 회씬쪽 션챙 치지
와지씬션언

2001 10. 2

NA1U 집 한자위권 방용
프랭스 영용껴빵빛

2001 10 3

끊사'1 훨

2001 10. 7

01 영 협흉군 ot~깐 흉슐 ~사

2001 10. 8

• 부시 욕트련 양표(~.
칙핀국및 용영국에 때

현 장찌 척 Jl척화}
· 아프깐2，3차 흉격

200U 1 4- 9

• 웰레 한 전지 척 I춰유요
용격
·띠지쌍궁중확

• 네업한EC. 때~핵전J앵
에 0200명 파병

· 동얼

아프강천챙확

i챙 ""1 표I생

200111 17- 18

이하드Z 용 대 러지원국

프랑스 아프간에 미라추

정고

10때 화견 청갱
혹행‘ 아프찬전쟁 군사

2OO LJL26

'1 펀채사

'"‘

h“gR3세M2객6X9m찌ll ←03 정시

12. 13

건지왼
유로)

2OO LJ2.14

￥시， 아프찬션챙 송려

션언
자ji: -0;프간 션갱 종@ 영지 - 유정석 갱리

~ion CQnfl ict Pn:~nIion ‘잉

’인흑연구a 제8호 (2002l. 51 -53 : Ew야

cn. ‘ M_~’‘ Unil ,

End of Prognlmmc Rqut Afghanistan: Dece mber 2003 , 6

"R apid RcactioI、 Ma: hanism

언국정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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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며

그러냐

~t 17엉 제2호 (2008)

EU 대 g단의

영요는 대￥훈 선언석 앙표 이상의 의이흩 갖기 어려우

실션걱 정앵도 충전 후 RRM융 용해 실시핀 얘건 지원융 하는 떼 용파었다 이

재건 지씬용 사실상 9.11 쩌러 이전인 2001 년 1 영얘도 이이 6억 유호껴지 지원하
기호 약송한 인도주의객 조치의 차앤융 녕지 않는 것으로 안보갱책과 싼련해서는

적극적 의이용 여지 옷었다 m
이와 갱이 딩j 차앤의 대 용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온 앙서 언급한

EU

회원국융의

신속한 대용와 오순되는 영상이다 이 요순온 주요 회띤증툴의 신속얻 대용에도
용구하고

EU

차원의 용용 대용에 얘얻 션쩌 희앤국흩외 용의가 이투어지지 옷했

다는 사실효 성명원 수 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션갱얘 얘한 대용에서

회원국

EU

용용 이극과 NATO 중싱의 대서양주의 를 거우하지 옷하는 가운에 유영주의와 대
셔양주의 간의 다지주외객 앙의가 더 진천되지 옷혔다고 양 수 있다

이러얻 강풍파 오슬용 회앤국용 간의 용영호 나타나 이.f 이라크 천쟁에 대한
초기 대용에도 그대훌 안영외었다

오스드리아 씬한E

프랑스 욕영

‘

g

혹생우르크

스예 덴

융로에니아 사이프러스가 이라크 견에 안대한 안연

스에인 포르쭈강 이양리아 앤야크 용앤드
료바키아

네영련E

쭈아니아는 찬생었으여

앵가리

에스토니아

그리스 얘이헤 엔기얘

영국

라트비아 슐
터키 려후야니

아 양타는 원양하는 자세 호 일싼었언 것이다(SaImon 2004. 450-4 51 )

그러나 다흔 깐연으호 용 예 개영 국가 사앤얘서 신속하재 대용인 쭉가둥이라
앙지라도 이려얻 대용 방식융

EU

시윈의 대 용으로꺼지 와대하혀 는 것에는 안대하

는 정양용 가지 l 잉었다고도 양 수 있다 예흩 흩어 욕영 프링스 예엉안드 퉁이

대대 '1 천앵용 신속히제 지원하교 아프가니스당 션쟁에 군사척으로 장여혔지얀
이후 이라크 천생에는 안대했으여

EU

시앤의 대용애도 소극적이었다

이 국가율

이 용 예 이국 주도의 대에허정쟁 쟁서에서 얘서양주의쩍 대용이 재영 국가 치앤
예서는 수용항 수 있는 것이지얀

EU 차원에서는 수용힐 수 없는

것이었다고 힐 수

있다 경파객으호 EU 사왼외 소극척 대용으로 인에 EU외 특자칙 안보션략 오색이
다시 좌정되는 파정용 겪게 잉 것용 사실이지안 이러언 소극성온 느슨한 영얘로
나야 R

차원의 다자주의 용 포기하지 않았다는 엉중요호도 용 수 있다

J7) ""E U Responsr; UI 11 1h

SePIember - ~ comrníι~_.

~""""'~야.~이ftla!ion$fl1 09O l lmeO:ι122.htm(갱색잉

유영연잉 용에이지

2007.6.2)

hllj> 11

유정연영 ( EU )외 국셰 양갱 대용찍 육지끽 얀호선악의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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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전 후 유럽연압의 아프가니스탄 대찍과 안보정책적 의미

IV

종천 후 야프가니스당얘 얘에 이￥어진 유업연앙의 조치흩온 비군사척 정치

경제

기슬걱 지원인 RRM 짜

c..rn띠ssion

EU

Humanitarian Offlce)의

갱앵위원에인도주의사우국 ( ECHO :

European

인도주의객 지앤에 안정원 것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갱이 RRM 응 모우 세 차해호 2002년오 3~. 4핑 5 엄에 각각 이후어졌

다 신속안용기찌 야프가니스닫 지원정책 쳐총 보고서…에 따료연 2002년 1월에
성정왼 RRM 2002-{)1 옹 주호 맹정 시성의 수엉과 개션용 휘에 약 23안 유료용 지
핀l!고 4 영애 경갱원 RRM 2OO2-Q2는 정액 자용과 이디어 시셜 수영과 개선에 약
48안 유로g 지용했으며

아지악 5 월의

RRM

2002에3 옹 약 536안 유로용 다양한

영역의 기슐 ￥운얘 중갱융 두고 갱얘하였다
또한 EU 겁앵찌앤회가:m3년 2월 11 영에 얘헥힌 극가전약보교서 2003 - 20)6' 19)
에 여르연 :ml 년에 약 2 억 700안 유효용 재건파 욕구에 지증하고 7;300안 유로
톨 인도주의척 부용에 지앤하여

2003 - 2004년에 약 4억 유~

20)3년얘 5500안

유로훌 지핀하는 풍 총 10억 유로용 아프가니스한 욕구에 지앤안 찌획융 세웠다

또앤 킥가천 8보고서 2001 - 2013' 1:(기옹 위와 당리 구셰척인 지원 규오흩 정하지는
않았지안 2006년까지의 재 lαP 흉 최초의 재건 암껴 채획으로서 기건시성 설비와

갱우찌도 잊 융웅영정의 수링융 강조언 것으흐 규정하고 이후 .1l3년꺼지 갱앵핑
제 lCSP용 용얘 셰 ICSP의 욕g용 지욕격으호 양성얘 나가연서 아프가니스탄의 제

도와 앵갱이 장기적으로 지속핑 수 잉도흑 강화한다는 혹표용 성정하었다 EU 의
이리한 아프가니스당 찌건 지앤옹 :mδ년 11 영 16영얘 앙g원

EU

아프가니스한

간 흥동성앵에 의혜 흥엔자앤찌로 규정 g 으료써 갱치적 영연락용 지었아 '" 이 용
풍성영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이슬링 꽁화국 (Islarnic Republic of Afghar띠때，)파 EU는

애 ) "때leaI1 Commission Con nict ~venlion and Cri sis Manageπ”‘ Uni t.

::un. ""Rapid Reaction

M<:chanism 당애。m이"""'" "π~ Af"‘n잉ι‘." Dect:rnber.

19)

Eur땅~Comm여 ion.

"(;oonll)" Sb"aι'gy

paα， A 잉어l/1i.llal1 200}-2(α

∞) EuropeanCommiss ion. "CoonIl)" S~ 에κ"잉Iamic Rep.I이licofM앙IaIlislan 2007-2013."

21) Counc il oI" lht Ew이leaI1 Union. 2005 . τU-Afghanistan j야111 Declara!ion: Commi ninR 10 a Ne w

EU. AfgI\aß l'armeI에1ip. Smt<OOurg. 16 Nover띠~

' " 한국잉치연구 세 17딩 제2호 (2008)

(!i 2)

용잔

.. 주g 국기g 국제기구의 이므기니 5틴 대엑

잉시

이국/N서Q

200 1.1 2 잉

EU

피앤국

EU

다국척 영화유지"
키얘도악

2002. 1 4 - 8

-

특일

영화유지긍

션연얘 m 영 파견

뺑
繼

-

영극 궁사@영 중"

E혀
ν

m

@

아 재

m m

魔

200 1.1 2.27

-

링
RRM 3XJ2.‘ 02 정에 자용파 마

2002. 4. 3

디어 사성 지앤(얘""유ï)
2((12, S.

RRM 3XJ2에] 다양얻영역의

7

기*에 충정‘ 용 깅 g 지앤

(S ，364，SOS유호 ) . 인도주외 지
얻 (ECHO) 포@

2003 2. 11

CSP2003 -

,

20)6 갱시

정1

호경 지앤 (2002 -06년간 ”억

유로) .인도주의 지앤 " "

EU

2005 ,]1.1 6

아프가니스안 용용성 명

용인까8깨규정

CSP2007-2013

2007.5. 16

세도와 영정외

장기액지옥성 강화
EUPOL 억견

'm1. 6.15
자료

.<>~~간 전생 종엉 영지 (3XJ2)

버upean Comm ission Conf1 ict Prevention

Managemern Unit (2OOJ) , 6: CSP 2002-2006:

CSP2007~20]3: The

and Cris i‘
EUand Afgllanistan

2004년 1 월 4일에 씨액원 야프가니스원 헌앵 에 외거에 안정하고 안정혀이여 자유

용고 엉영하는 인주척 아프가니스탄에 흉외하고 새로용 용인자"껴" 맺게 되었다
이와 감이 종션 후 。}프가니스탕에 대한 EU 의 대에옹 유엉얘 토대 흩 둔 대외정
얘 방안융 지원하고 충진시키기 외예 재정객

기승객인 천용가 8당융 사용항으

유영연 앙 ( EU) 의 국예용갱 얘용피 육자객 안요전학의 ".갱

포써 민간외교정책 (çivilian

'"

foæign poIicy ) 용 적 정 한 국찌 외교 역앙로 양휘 혜 었용

올 여 실히 보여중다( Dover 20)6 , 403)

륙히 이리얻 입장얘서 유렁안보앵쩌갱책

( ESDP ) 의 인간 쩌기관리 영역인 시민 호호 (α에찌octioo )

엄 지 ( rule oflaw) 대 인

앵갱 (civil adn뼈잉에00 ) 치안 엉 우 (police mission이 중시인 보호와 대인 앵정에 집
중되었다( Dover 20)6 , 488) 성찌 총션 후 EU의 아프가니스단 쩌건 갱책의 기퉁이
라 앙 수 있는 세 주요 대상용 1) 지방 욕구와 보건 잊 시인사회 2) 정제적 기반

시성 3) 인간 정찌 지앤과 용용앵정 개혁이었다 a
그러나 다응 한연으로 인간 위기씬리 영역의 문제는 민간 외교상의 운찌나 비군
사적

인도적 지엄에안 어운 것용 아니었다 미국의 군사 앵동파 전후 쩌기안리가

일정하게 청리왼 원 후애는 EU도 시인 보호 와 대인 앵정에안 어양지 않고 엉 치 와
치안엄우얘 준군사적 양동융 영여왔언 것이다 이갓온 이국파 NAlO와의 l'l계가
인강얻 시기에 소극적으로 앵풍하는 것과 얄리 일갱얻 시기 이후얘는 다시긍 죠싱
스영재 특자격 외교안보전약용 오색하는 사도라고 용 수 ~다
싱찌 EU 는 션후가 아닌 시안 ( p이icing) 과 치안 지인 ( police 뼈)용 유영안보앙에정
씨 ( ESDP) 의 영 주 안예 서 수앵앙 옥객으로 경켈혁의 의극 파견융 꽁풍앵동이사펴

( Counκ1 1 Joint A이 이 ，) 톨 용혜 수앵양 수 있도욕 규갱하고 있다 ( M“ rl inge n and
@띠 uskai !e

2005 , 217- 220)

이 얘 치안온 사회 영화 유지와 엉켜 쇼당융 에싱의째

로 하고 혼란얘 ‘진 사희용 아시 안정시키는 것융 양하어 치안 지앤용 보연척 인
권옵 보장하고 인주셰도 꽁고<!와 영<! 와영 사이의 인파적 연정용 확령하는 것으

효 성영되는 비이대융료기객 정치 연천 지원용 의이힌다 두 가지 오두 위기환리

얘서 영화수링 (κacebuilding) 으호 전 ‘9하는 것융 최총 욕켜으료 힌다
그러나 이러얻 치안 욕척의 경강력 파견용 EU의 안보정세성 우땅융 외얘 중요

한 앵동으호 간주핑 수 있다 사싣 종전 직후 아프가니스안에 대한 지안 용씌의 군

사파견온 개영 국가 자앤얘셔 창가하는 형얘로 이우어졌용 양이었다 그려나 이러
한 욕적융 가진

EU 차띤의 정장혀 군사 와견용 다용 지역얘서는 이미 서서히 이후

어지고 잉었다 예융 흩어

12앤 아게 도니야애

2003년 1 월 보스니아/에르세고비나에

EUI'OLκ.xima

EUPM. 2003년

2(α년 콩고에 EUJ잉L Kinsha잉라는 영갱의 경

양연 균사용 여경 힌 것이 그것이다 ( M에 m앙 ""잉 ，""" ιk 에e 2005 , 216) 그라고

22)

European Com찌 ssion. 'Coon 야'"'‘앵y

paper AfghaniSllln 201ι2006

ι'"

'"

연국잉치영구

셰". 에 21 ( 2008)

이러언 죠치는 2007년 아프가니스안애서도 싱현되었다 2007년 S영 30일에 용흥앵

퉁이 얘핵되고 그에 따라 경옹 혜 6월 15일얘 160영의 정창혁 균사 흩 용앤얻
EUPOL아 파견되었언 것이다 "1
이와 같이 총션 후 아프가니스탄애 대한 EU의 대 에 용 초기에 인강외쿄 정책이

나 비군사적

인도객 지원에 집중했지안 후기얘 가서는 경창릭 여경융 용한 훈군

사적 황용도 싱앵하었다 비 S 미국과 NATO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 랴도
이려한

EU 차원의 중군샤객 얘젝온 EU 2j 특지걱 안보전략융 외왜 대단 <1 중요한

의이 용 갖는다고 항 수 있다 EU ;>;.에가 안보션와상의 주써이자 앵쩌자로 얻용하
는 것이 가능하기 예용이다

V

경론
쩌2 차대전 총션 이후 안세기 동안 휴렁 안요는 ‘8 션 용욕 속얘서 미국와 소연이

와는 외부 초강대국등에 외에 규정되고 용영되어

군사구죠와 고전척 현실주의 양

식으호 용용간 세력 g혐파 궁비정쟁으" 01 에되어 왔다

그허나 냉갱이 종식딩

1990년대 이후에는 EU 의 성엉파 양칸 천쟁외 양방호 새료운 안보환경과 안보개녕

잊 안보정쩨성이 영생

'I!천되었다

그것용 이군샤걱 안보쩌엉의 생성에 대한 인

식과 이육의 영앵주의애 대한 우려얘서 비웃원 자주적 인보갱찌성의 앙선얘 따라

EU 차씬의 욕자혀 안보정책이 오에 되는 것으호 나타났다
그러나 9.11 얘려 이~ 더 육 강'f 'l 는 미국의 일앙주의 노선에 &바호 대써하지
옷엉으호써 EU 는 아프가니스딴 전쟁융 거치연셔 온자격 안보갱에의 요색이 다시

긍 싱예하는 경과용 초혜었다 이것옹 아프가니스안 천쟁에 대한 대용애서

EU

회

원굿즙이 영킥파 이국의 션략얘 큰 영양융 미시지 옷혔다는 것옹 의이한다 혹히
종건 후 일정기간 동안 EU의 아요가니스탄 대찌용 대개 인간외요정책의 에두리에
서 시민보호와 대인앵정에 한정의었으여 군사척 써기찬리 앵풍용 전쟁 중에셔와

아찬가지호 재영 국가용의 연풍으로 진앵외었다

깅 ) "ìbc

EU and Afghanistan:

""""

유엉엉앙 용’이지

잉j“~이. .，~에"""'정써일 2WI. 8. 29)

http깨e<; .~u ""，a ..，ulex“ ma l_"， l alÍonν

유업연안 ( EU )의 국셰양쟁 얘용피 혹자혀 안보전약의 우갱

J19

그러나 이것이 용 페너스로 상정 '1 는 유업인동옹 영아뉴영 칸트 ( Emmanuel

Kam ) 의

영구적 명와 라는 이상적 써계얘서 설71% 좋아하는 안연

")르스로 상

갱외는 미국인용옹 토야스 용스(Thomas Hobbes ) 의 연성적 세 찌에서 산다."

(Kagan

>))3)는 이야기로 갱당화외지는 않는다 재영 국가 차앤뚱얀 아니라 EU차원에서
오 유렁인풍옹 아프가니스단 전갱에서 건옹 척정 용 에서조차 이미 >))3년부터 정
한릭 군사의 여견용 계속예 았으여

자적 능력용 개앵안

2005년 잉얘는 미국

GPS

외성융 안사하는 톡

EU 프료그갱융 용냉 시컸기 예운이다 또한 2009 - 2012년의
EU 차앤의 특자걱 안보갱 에 의 중요한 프로그쟁

A400 전학꽁수 용군 수용 계역도

으로 추진되고 있다( Posell 2006. 1&>) 이와 강이 EU의 욕지적 안보정책온 이찌
국찌칙 치안유지 갱옹 춘군사쩍 ~풍양안 아니라 군사석 앵흥애서도 보다 걱극성
용띠어가고 잉다

아프가니스탄 션생에 애한 EU의 얘용용 이러한 독자적 안보갱책의 좌정융 경엉
한 얘 g적인 사에예 혜당힌다

그허나 이 좌정이 아프가니스탄 션갱 이션에 시도

외었언 요씌융옳 포기힌 것옹 아니었다 공
원의 대용에 이용러
언

EU

EU는 예인 한 시기에는 개영 국가 자

차앤의 유렁주의와 다자주의 용 소극격으로 이어가는 연

미국이나 NATO~ 게 인강하지 않옹 지역이나 시기에서는 유렁 주의용 내포얻

다자주의 g 다시 시도하는 유연안 전라용 구사얘왔다고 앙 수 있다 2007년 아프
가니스단에 대현

EUPOL

따견의 의 "1 도 이러한 싼정애서 영가안 수 있융 것이다

질국 이쭉 일냉주의의 쭉제 갱서 속얘셔 EU 는 이국이 주도하는 예 인한 푼쟁에서는

미국과 NATO의 냉주 안에서 용직이지안그 악의 영역얘셔는 가능성( "'"‘ bility ) 의
사앤얘서 유컵주의 와 다자주의용 실언하는 소극적 이지안 효과격인 다자주의 용 주
요 천강으로 상고 잉다고 잉 수 있다

투.:i!iI ~7엉 18:잉
심시잉

2OC9t:l 711 25잉

게찌‘징잉 " " " 8월 18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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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 s Respon se to lnte mationa1 Disputes and Vìciss itudes of its
Independen t Seçurity Strategy: Focused 00 Security Politic a1
Meaning of EU’ s Response to the

Afg hani stan War

빼
Thc EU has ft비 'æ이ely the european subsι…Jve sccunly stralegy was ’‘~ and has
iι아

for ;1 “1 thc:

cent에 ”잉

ncwε~""‘anccs of

thc

c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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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lhc Co닝 w.

잉-.d

thc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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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m Europe. YCI thc EU has no '"∞:ceded in thc confirming the 잉.ra!egy

"'"ω;e il oould ‘，，"이 with the

SIreIl gthcncd

unilate때 iSI line of the US after the ICrrori 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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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ooly on the mcmber Sla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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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띠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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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U's

Afj밍mni slan

War was

Afl아m잉~ κ‘ lwar p이JllCS W.‘이g

‘’

and ci l 성mîni:‘trluion in the θ'llITlC of civil f，이:cign

polκy.lo

the EU couJ d act w ωn lhe bOrdC:T이 the Uniled Stales and the US. 1ed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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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 on the other hand

policc mission. the EU has not abandoned iu;

야ssi\"e 001 etTective multilateralist 잉rn，.αlhat can be 띠"'"'잉 bly underci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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