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미사일방어망을 둘러싼 미러 갈등 분석*

이 대 식

- 개요 - 　
2015년 7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유럽 MD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

아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이 갈등은 양측의 군사력 확대로 이어져 유
럽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갈등의 원인
이 미러 양국의 보다 근본적인 글로벌 전략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대
결 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일극 체제
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에도 계승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이 동등하게 경쟁
하는 다극적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강
화시키고 있다. 유럽 MD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한반도에서는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상황
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발판으로 한국 정부도 적절한 외교정책을 통해 한
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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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는 말: 재점화되는 미러 MD 갈등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3년간 끌어온 이란 핵협상이 마침

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핵협상 타결을 주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유럽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1) 핵협상 타결 직후 러시아 측은 핵협상 타결

로 존재 이유가 사라진 유럽 MD 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

구했다. 아울러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문제를 해결

하면 유럽 MD 시스템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한 연설을 재삼 상기시켰다. 그러

나 미 국무부는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여전히 중동에서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MD 시스템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

라고 공표했다.2) 이에 러시아의 EU 전권대표인 블라디미르 치조프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 근접 국가에 포진한 유럽 MD의 지리적 분포와 더불어 이

란 핵협상 이후 미국의 MD 지속 선언은 유럽 MD의 실제 대상이 이란이 아니

라 러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반증한다고 주장했다3). 
유럽에서 MD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첨예해진 시점이 한반도

에서 사드(Thad)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글로벌 열강들이 벌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글로벌 파워 게임의 기층 판도가 유럽과 아

시아 MD를 통해 동시에 표층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유

럽 MD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반도

의 운명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뿌리 깊게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구체적인 군사적 차원에서

1) Михаил Шейнкман(2015) “Не ту страну уговорили. США и после сделки с Ира- 
ном не свернут евро ПРО”, РИА Новости, 2015.7.15, http://ria.ru/radio_brief/ 
20150715/1130646595.html(검색일: 2015.09.24). 

2) Nato(2015) “Comments to the media by the NATO Spokesperson on NATO-Russia 
founding act, NATO Missile defence systems”, 2015.4.6, http://www.nato.int/cps/en/ 
natohq/news_118654.htm(검색일: 2015.09.15). 

3) “Чижов: география ПРО США в Европе говорит, что ее цель – не Иран”, 
РИА Новости, 2015.7.24, http://ria.ru/world/20150724/1145176349.html(검색일: 
2015.09.24).



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근저에 있는 양국의 세계 전략의 충돌은 어

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MD는 그 자체가 미국 중심의 서방의 입장과 러시아 중심의 비서방의 입장

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도 일방적으로 

서방 혹은 러시아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되고 있다. 미

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은 “최근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MD인 EPAA 시스템은 이란의 미사일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최근 EPAA의 4단계를 포기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핵무

기 추가 감축을 위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동 MD의 가능성을 열어준다”4)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은 “MD는 유럽에서 미국의 

공격 능력을 점차 고양시키고 러시아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모스크바

가 이에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5)”라고 주장한다. 물론 양측의 입장을 동시

에 대변하여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미국과 나토가 설득력 있는 러시아와의 공조 프로그램, 
예를 들어 나토-러시아 공동 MD 구축 둥을 제안해야 한다6)”고 주장한다. 이들

의 연구의 바탕에는 이른바 ‘착한 미국’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MD가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켜 미국이 전략적 핵무기의 우

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모스크바 정부에 확신시켜야 하며 

최선의 방법은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력 구축을 통해 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

다7)”는 주장은 양측의 갈등이 미국의 선한 의도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 것으로 

4) J. Sankaran(2015) “The United States’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Missile 
Defense System Defending Against Iranian Threats Without Diluting the Russian 
Deterrent”, RAND Corporation, Santa Monica, Calif, http://www.rand.org/content/ 
dam/rand/pubs/research_reports/RR900/RR957/RAND_RR957.pdf(검색일: 2015.09.20).

5) Victoria Stephanova(2008) “Missile Defense in Central Europe: The View from 
Moscow”, The orator, Vol. 3, № 1(Spring), University of Washington, pp. 19-33. 

6) Steven Pifer(2012) “Missile Defense in Europe: Cooperation or Contention?”, Arms 
Control Series Paper 8. Foreign Policy at BROOKINGS, http://www.brookings. 
edu/research/reports/2012/05/08-missile-defense-pifer(검색일: 2015.09.15).  

7) Michael Paul(2012) “Missile Defens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 NATO-Russia 
Relation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http://www.swp-berlin.org/en/publications/swp-comments-en/swp- 



해소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다. 
양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거나 혹은 타협안을 제시하는 연구들 대

부분이 MD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인 양국의 글로벌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와 

그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를 간과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MD가 실제로 

러시아 핵무기들을 사정권에 두거나 제어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 분

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적 능력을 언제든지 축소 혹은 강화시킬 

수 있는 양국 정부의 전략적 입장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의 강대국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 및 일방주의도 미·러 간 국제문제를 둘러

싸고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다8)”는 고재남의 

주장은 MD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는 먼저 최근 MD를 둘러싼 미러 갈등이 실제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반

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갈등의 현재적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

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의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의 차이와 그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양측의 갈등의 

전개 양상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MD를 계기로 팽창하는 미국-나토 및 러시아의 군사력 현황을 살피고 3장에

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패권주의 전략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2. MD 구축과 그 대응 과정에서 팽창하는 미러 군사력

2-1. 유럽에서의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 증강 현황 

유럽 MD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외교적 선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을 무대로 한 양국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확

대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스페인 등에서 이미 MD 
구축을 위한 군사력 배치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다. 터키에는 2012년 초에 

조기경보 레이더 및 X-밴드 레이더가, 이어 2013년에 6기의 패트리어트 미사

aktuelle-details/article/nato_raketenabwehr_und_russland.html(검색일: 2015.09.20). 
8) 고재남(2013) ｢최근 미･러 갈등의 심화와 양국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국

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0쪽.



일방어 시스템(AMDS)이 배치되었다. 스페인,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는 이

지스 시스템과 SM-3 요격 미사일을 갖춘 MD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 로타항에 배치 예정인 4척의 요격미사일 탑재 이지스함 중 두 척이 

2014년에 배치되어 수시로 흑해를 드나들고 있으며, 2015년 말에 나머지 두 

척도 배치 완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옛 공군기지 데베셀루에는 2014년 

10월 지상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 즉 ‘SM-3’ 요격 미사일과 ‘SPY-1’ 레이

더, 그리고 지휘통제시설이 완공되어 2015년 말부터 나토의 이탈리아 나폴리 

합동사령부 지휘하에 가동된다. 2018년에는 이와 유사한 이지스 시스템을 갖

춘 기지가 폴란드의 레지코보에서 가동될 예정이다. 이로써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유럽 MD 전략인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EPAA: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이 사실상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9) 

이와 함께 2014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EPAA의 기본 계획과는 

별도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 보강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

다. 2014년 4월 미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공중조기경보통제(AWACS) 항공

기를 파견했고, 8월 덴마크는 미사일 식별용 레이더를 갖춘 구축함 한 대 이상

을 나토의 방어 체계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들어 이러한 움

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나토는 2015년 1월 라트비아 등 발틱 3국과 루마니

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에 신속대응군을 위한 지휘통신센터를 구성하기로 결정

하고, 발트해 연안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3월에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 소하체프에서 미국과 폴란드가 미사일 방어 합동훈련에 돌입했

다. 이 훈련 과정에서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병력 100여 명, 차량 30여 

대가 폴란드에 배치되었다. 6월에는 나토의 나폴리 사령부 산하 병력 1천 명이 

루마니아 중부 친쿠 지역에서 21개국 병력과 함께 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6
월 23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에스토니아 탈린을 방문해 발트 3국 국

방장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에 250대의 장갑차 등 중화기를 증강 배치하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폴란

드는 미국의 MD 도입과 함께 자체 군현대화를 위해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까지 8기의 미국 미사일 발사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9) 2013년 3월 미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은 4단계 전략인 EPAA의 최종 4단계를 폐
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EPAA는 3단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US scraps final 
phase of European missile shield”, BBC, 2013.3.16, http://www.bbc.com/news/ 
world-us-canada-21812161(검색일: 2015.09.20).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50대 구매 방침도 발표했다.10)

<표 1> 미국 EPAA의 4단계 전략 개요11)

[제1단계] 남유럽 해상 MD 기지 구축 
이지스함과 해상발사 요격미사일(SM-3 Block IA)을 통해 유럽 남부
지역 방어에 초점 
- 스페인 로타항에 이지스함 4척 배치(2015년 완료) 

[제2단계] 남유럽 지상 MD 기지 구축 
요격미사일(SM-3 Block IB)을 배치하고 레이더 시설을 추가하여 미
사일 방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 
- 루마니아 데베셀루 기지 건설(2015년 완료) 

[제3단계] 북유럽 지상 MD 기지 구축 
SM-3 지상발사 시설을 북유럽에 구축하고 개발 중인 SM-3 Block 
IIA를 지상발사, 해상발사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나토 동맹국이 
방어망에 포함 
- 폴란드 레지코보 기지 건설(2018년 완료) 

[제4단계] 미국 본토 방어 능력 보강 
개발 중인 SM-3 Block IIB를 배치, 중동발 대미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을 보강 (2020년 완료) 

2-2. 러시아의 고강도 군사력 증강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나토의 MD 구축과 군사력 증강을 러시아

는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5년 6월 발레리 게

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도입하는 MD 시스템을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로 지적하고 러시아의 핵전력을 겨냥한 MD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된다고 경고했

다12). 오바마가 EPAA를 발표한 이후부터 러시아는 줄곧 “2018년과 2020년에 

10) “Raytheon wins Poland’s missile defence tender – Gazeta Wyborcza”, Reuters, 
2015.4.21,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4/21/poland-defense-missiles-tender- 
idUSL5N0XI1D220150421(검색일: 2015.09.20). 

11) J. Sankaran(2015).
12) Thomas Barrabi(2015) “Russia Warns Baltic States NATO’s Anti-Missile Shield 



EPAA 3, 4단계가 마무리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러시아의 우랄까지 커

버한다.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13)”는 입장을 표방해왔다. 실제로 러시아

는 유럽의 MD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

중하고 있다. 2011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2020년 목표로 20조 루블 규모의 군 

하드웨어 현대화 및 군사력 재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 의회연설에서 푸틴은 서방과의 군비경쟁에 돌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

언했고 그 일환으로 2015년에만 50여 개의 전략핵무기를 출시할 예정이다.14)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럽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신식 

미사일 개발과 배치다. 2013년 12월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경고했던 최신형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M’의 EU 접경지역 배치를 단

행했다.15) 독일 위성이 칼리니그라드(2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경 등에서 이를 포착했다. 이스칸데르는 일반 탄두 및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비행거리가 600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폴란드의 레지코보 기지는 

물론 527킬로미터 떨어진 베를린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70도의 각도에 

마하 10이상의 속도로 20G16)의 회피기동을 하며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요격미사일 체계들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최신예 중장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개발도 눈에 띈다. 우선 2015년 

5월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등장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 ‘RS-24 야르스’는 핵탄두를 4~10개 탑재할 수 있으며 무게 47.2톤, 
사거리 1만 1,000킬로미터, 최고 비행속도 마하 20을 자랑한다. 이동식과 고

Will Make Them ‘Target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5.6.24. http://www. 
ibtimes.com/russia-warns-baltic-states-natos-anti-missile-shield-will-make-them-targets- 
1981588(검색일: 2015.09.20).

13) “Russian NATO Envoy Backs Semi-Integrated, Semi-Separate Missile Defence”, 
RIA-Novosti News Agency, 2011.7.1.

14) “Military dominance over Russia impossible, nuclear deterrent top priority –
Defense Ministry”, RT, 2015.1.30, https://www.rt.com/news/227811-russia-military- 
supremacy-modernization/(검색일: 2015.09.19). 

15) “СМИ ФРГ пишут о размещении «Искандеров» у границ РФ со странами ЕС”,  
РИА Новости, 2013.12.15, http://ria.ru/defense_safety/20131215/984156634.html(검
색일: 2015.09.25). 

16) G는 미사일이 일정한 속도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늘어나는 가속도와 하중배수로, 
견딜 수 있는 수치가 높을수록 회피 기동력이 우수하다.



정배치식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탑재된 핵탄두를 개별 조종할 수 있기 때

문에 미국의 MD 시스템을 뚫을 수 있으며, 이미 58기가 실전에 배치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다음으로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100톤 규모의 

초중량급 전략 탄도미사일 ‘사르마트(Sarmat)’의 개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2020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이 미사일은 남북극점 통과 비행이 

가능하고 뛰어난 MD 시스템 회피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미사일이 

시베리아에 배치되면 요격 미사일 SM-3을 탑재한 지상 및 해상 이지스 시스

템 등 어떤 유럽의 MD 시스템도 상대가 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핵

미사일 개발과 함께 2015년 2월 30개의 미사일 대대가 러시아 12개 지역에서 

전략핵무기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공격을 위한 실전능력 강화에 주력하

고 있으며, 2015년 3월 러시아 정부는 반격을 위한 ‘죽은 손(Dead Hand)’라는 

프리미엄 보복핵공격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공개했다.18)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 차원에서도 러시아 군은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미 

공군 전 정보참모부장인 데이비드 뎁툴라 퇴역 중장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공방어 체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9) 2014년 

4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트리움프’로 무장한 즈베니고로드 대공 미

사일 연대가 가상훈련장비 ‘템브르-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마친 후 

모스크바 방공 임무에 돌입했다. 표적 탐지거리가 600킬로미터에 이르는 

S-400 ‘트리움프’는 400킬로미터 이내의 스텔스 항공기, 탄도탄, 극초음속 비

행물체, 최신예 항공무기를 격파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전 세대인 

S-300에 비해 화력이 2.5배 향상된 트리움프에 대적할 동종 무기체제가 세계

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20) 현재 19개 부대에 150여 개의 시스템이 배

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식 복합 방어체제 S-300VM ‘안테이-2500’은 모

든 종류의 항공기와 사거리 최대 2,500킬로미터의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공방어와 미사일방어 기능을 겸비한 복합체다. 지상 및 해상 

등 모든 최신예 항공무기의 공격으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민간 및 군 시설물을 

17) 이장훈(2015) ｢러 승전 퍼레이드는 실력 과시용｣, 주간동아, 2015.5.18.
18) Enrico Ivanov(2015) “Russia ready to repel any nuke strike, retaliate – missile 

forces command chief”, RT, 2015.3.2, https://www.rt.com/news/236573-russia-repel- 
nuclear-strike/(검색일: 2015.9.20). 

19) 타티야나 루사코바(2014) ｢가장 위협적인 무기｣, RUSSIA 포커스, 2014.5.5.  
20) 타티야나 루사코바(2014).



방어할 수 있으며 현재 알제리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오만에 배치돼 있다. 무

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S-500이다. 현재 개발 단계이며 

빠르면 2017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21) 항공기와 탄도탄 요격을 별개로 수

행하는 체제가 적용되는 S-500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격추

와 저궤도위성과 우주배치용 미사일, 궤도플랫폼 요격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양국의 군사력 강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폴란드,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유럽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EU 회

원국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나토에 무기 지원 등 러시아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을 매개로 유럽에서 심화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대결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매개로 하는 중국

과 미국 간의 군사력 대결의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 지원이 확대되고 MD 설치가 가시화될수록 북한과 중국의 대응도 본격

화되어 동북아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MD를 둘러싼 갈등

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다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3. MD 갈등의 근본 원인인 미러의 글로벌 전략의 차이 

외교적 설전을 넘어서 실제적인 군사력 확장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유럽 

MD를 둘러싼 미․러의 갈등은 그 근본 원인이 거시적인 글로벌 전략의 차이

에 기인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며 장기화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

자면 현재의 MD 갈등은 20세기 말 냉전제체의 붕괴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

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미국의 ‘패권안정론’적인 세계 전략이 21세기 들어 

지역 패권국으로 재부상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균형론’적인 세계 전략과 

충돌한 결과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안정 즉 세계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질서의 근간으로 양자가 추구하는 세계 전략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히려 글로

벌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1) “Russia develops heavy drone, promises S500 missile system by 2017”, RT, 
2015.1.25, https://www.rt.com/news/226003-russia-heavy-military-drone/(검색일:2015. 
08.20).



3-1. 미국의 글로벌 전략: 일극 체제-패권안정론

우선 미국은 유럽의 MD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를 포함하는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에서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 구(舊)소련이 붕괴하면서 소위 '미
소양극체제'가 '미국일극체제'로 개편되자 국방부와 의회, 민간 싱크탱크를 중

심으로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세계패권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22) 드디

어 1991년 1월 이라크로부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91%라는 지지율을 획

득한 조지 부시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폴 월포위츠가 작성한 이른바 <부시 

독트린>을 발표한다.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부시 독트린은 한마디로 소연방 해체 후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구도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

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위협은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경쟁국’이다. 두 번

째 위협은 향후 5~10년 안에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

국의 패권 전략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등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들이다. 먼저 ‘잠재적 경쟁국’에 대한 대응책은 

‘안도(reassurance)’ 정책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미군을 항구적으로 주둔시

켜 세계 경찰 지위를 확고히 하여 잠재 경쟁국들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나 조지 부시 정권의 MD가 대표적인 사례다. 
‘불량국가’들에 대한 대응책은 ‘예방전쟁(preventive war)’ 정책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가능

성이 높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3대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예방 전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부시 독트린>은 1992년 공화당의 대선 패배로 좌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01년 공화당의 재집권과 9·11 테러를 계기로 부활하면서 오히려 한 단계 

격상되었다. 그 내용이 종래의 주적 러시아를 ‘중립화’시키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잠재 주적으로 삼고, 우주를 전략 개념에 포함해 우주 패권을 추구하

는 21세기 신(新)군사전략으로 변경되었고 그 핵심방안으로 MD 구축과 혁명

22) 윤승용(2001) ｢미국에의 도전을 불허한다｣, 주간한국, 2001.5.22.



적인 군사력 개편이 제기되었다23). 2001년 5월 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 지구의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MD 체제를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1주일 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MD 체제를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하는 ‘우주전략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24) 
2009년 9월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유럽 MD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럽 MD 계획인 ‘유럽의 단계적·탄력적 접근전략(EPAA)’을 제시하였다. 초

기에 이 새로운 전략은 기존 MD 시스템의 핵인 지상발사 미사일에 비해 10분

의 1의 크기와 무게를 지닌 해상 발사 스탠더드 미사일(SM-3)에 기반을 둔 

상당히 완화된 방어망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에게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러시

아의 공조의 대가로, 동유럽 MD의 철회 가능성’에 대한 친서를 전달했다25). 
러시아는 이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보였고, <新 전략 무기 감축협정(New 
START)>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해인 2010년에 오바마 정

부는 <New START> 비준을 위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비준과 관계없이 

유럽의 MD 구축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26) 그리고 이

어 2011년에는 오바마 정부가 새롭게 구축하는 EPAA의 세부사항까지 알려

지면서 러시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의 공조를 중단했다. EPAA의 핵심인 

SM-3 미사일은 위협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성능 개량이 가능하고 실제로 

배치된 미사일도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보유하여 러시아도 사정권에 포

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나토와 협력하여 해상에서 

지상으로 SM-3 미사일 기지를 확대할 계획까지 발표했다. 결국 본질상 오바

마의 새로운 MD 체제도 부시 행정부의 전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것

이다. 물론 최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그들은 오바마식 MD

23) 김당(2005) ｢부시의 오만… ‘왕따’ 당하는 MD 전략｣, 주간동아, 2005.1.31.
24) Norman Kempster(2001) “Rumsfeld Lays Out a Strategy for Space”, Los Angeles 

Times, 2001.5.9, http://articles.latimes.com/2001/may/09/news/mn-61232(검색일: 2015. 
08.21).

25) Peter Baker(2009) “Obama Offered Deal to Russia in Secret Letter”, The New 
York Times, 2009.3.2, http://www.nytimes.com/2009/03/03/washington/03prexy.html?_ 
r=0(검색일: 2015.09.20). 

26) Mary Beth Sheridan(2010) “In letter to Senate, Obama says New START pact 
won't limit missile defense”, The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 
wp-dyn/content/article/2010/12/18/AR2010121803058.html(검색일: 2015.09.24). 



의 차별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시식 MD의 두 가지 주요 대상, 즉 

잠재적 경쟁국(러시아, 중국)과 불량국가(북한, 이란) 중에서 전자는 이미 전

략적 대상에서 사라지고 최근 후자가 확대 및 강화되어 미국의 주요 위협으

로 등장하였고 유럽 MD는 오직 후자인 불량국가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

이다.27) 그러나 실제 MD의 성능과 관련 무기의 배치, 최근 미국이 펼치고 

있는 대러시아 압박 정책 둥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MD 전략의 제한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러시아 정부가 요구한 공동 MD 구축, 혹은 러시아가 MD의 대상이 아니

라는 법적인 명시화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대 입장은 현재 미국이 유럽

에서 추진하고 있는 MD 시스템 또한,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이 세계의 유

일한 슈퍼파워로 군림하는데 방해가 되는 불량국 이란과 잠재적 위협국 러시

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의 연장선임을 간접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선언하고 

연이어 일본과 남한에 아시아형 MD인 사드(Thad)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은 유럽에서 추진하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응한 MD 도입과 같은 맥락으로 

아시아의 잠재경쟁국인 중국과 불량국가인 북한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

이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일극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확장정책은 경제적 확장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먼저 유럽에서는 미국과 EU의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과 ‘EU-동부 협력파트너십’을 추진하여 전자를 통해서는 동맹국(EU)와의 경

제적 결속을 다지고 후자를 통해서는 러시아의 경제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환태평양 경

제동반자협력(TPP)’을 추진하여 중국 중심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파괴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2.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 강한 러시아와 다극체제-세력균형론 

반대로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반대하고 각 지역의 패권 국가

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다극체제를 지향한다. 푸틴 정부는 소련과 

27) Brad Roberts(2014) “On the Strategic value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Ifri's 
Security Studies Center, http://www.ifri.org/sites/default/files/atoms/files/pp50roberts.pdf 
(검색일: 2015.09.20). 



미국이라는 단 두 개의 초강대국(Ultra-superpower)이 세계질서를 좌우했던 

G2시대가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G1시대로 가는 것에 반대한다. G1시

대보다는 서반구의 EU, 동아시아의 중국,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유라시아의 

러시아 등 4개의 지역 강대국(Superpower)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G4, 혹은 

G0의 다극체제가 러시아가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다. 2000년 집권 이후 

푸틴이 추진하고 있는 ‘강한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정책은 소련과 같은 압도

적인 초강대국으로 부활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강대국으로의 부활을 지향한다. 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푸

틴이 발표한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28)에 비유적이지만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다. 여기서 푸틴은 중국을 러시아라는 돛(паруса)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바람(Китайский ветер)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푸틴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천연가스와 석유 에너지 공급을 중

심으로 한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29)를 성사시키는 동시에 시리아와 이란 등 

대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맞서 양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

력하고 있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도 사실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공조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서는 핵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와 중국이며 그 근거로 러시아는 이란으로의 무기 수출

의 활로를, 중국은 이란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활로를 뚫은 것이

라고 대서특필했다30). 그러나 양국에게 경제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

냉전 시대에 접어든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던 

‘대이란 제재’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종식시킴으로써 새로운 세계 질서 즉 

다극체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다극적 체제의 한 축으로서 자국의 지역 패권을 되찾기 위해 중

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다시 단일한 외교, 안

28) В. Путин(2012)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2.27, 
http://www.mn.ru/politics/20120227/312306749.html(검색일: 2015.09.24). 

29)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6월 중국 국영기업 CNPC가 Rosneft와 25년간 3억6,500
만 톤의 원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5월 푸틴과 시진핑이 연간 380억㎥의 
천연가스 공급협상 계약을 타결한 것이다.

30) 구정은(2015) ｢이란 핵 합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러시아｣, 경향신문, 2015.7.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534141&code= 
970100(검색일: 2015.09.24).



보 및 경제 프레임 안에 묶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CIS 주요국을 포괄하는 관세동맹을 2010년에 출범시켰고 이를 EU 수준의 경

제동맹체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켰다. 2015년에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추가 참여로 EAEU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EAEU가 명실상부한 이 지역을 대표

하는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4,500만 명 이상의 대국인 우크라이

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EAEU 참여는 러시아

가 지역 패권국으로 부활하기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09년 

EU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CIS 6개국31)에게 EU 가입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EU-동부 협력파트너십’을 제안하면서 러시아의 시나리오에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소국인 몰도바와 조지아는 이미 EU의 제안에 동의한 반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불응 입장을 밝힌 상태이지만 가장 지정학적으

로 중요한 우크라이나는 내부 분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3년 마침내 우크라이나 정부가 ‘EU-동부 협력파트너십’의 체결을 시도했

고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수입금지 조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차관 제공 등의 

강온 양면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며 체결 저지에 나섰으며 이는 결국 우크라

이나를 동서로 분열시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마디로 동진하는 EU와 이로 인해 지역 패권국 지위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 

간의 갈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입장

을 향후 이란과 시리아 등 지역패권 유지의 거점이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강한 러시아’ 정책

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미국과 동등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
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자국 및 세계 안보, 즉 비슷한 군사력 수준의 강대

국 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간이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핵 억

지력에 있으며 유럽의 MD는 이 상호 핵 억지력을 약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1,643기의 핵탄두, 528기의 지상 및 수중 대륙간 탄도탄 

등(2014년 9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유럽의 MD는 전혀 위협

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32) 즉 현 유럽 MD체제로는 러시아의 무력

31)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32) “How Putin uses missile defence in Europe to distract Russian voters”, NATO 

Review, 2015, http://www.nato.int/docu/Review/2015/Also-in-2015/Ballistic-Missile- 



을 모두 방어할 수 없고 따라서 MD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대응력은 충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럽 MD에 대한 자국의 

대응 가능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략무기감축 협

상’ 등으로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 주도의 MD는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동등한 핵 억지력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33) 결국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유럽 MD는 세계의 강국

으로 부활하려는 러시아의 국가 발전 전략에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이다. 
더구나 최근 유가 하락과 서방의 제재라는 이중고로 인해 경제침체의 늪에

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게 유럽 MD는 정치적 출구를 제

공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경제침체라는 내부 모순을 외부 모순으로 극복하려

는 권력의 전통적인 습관에 점점 더 강하게 기댈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안

보와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서방의 침해를 부각시켜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

의 불만을 희석시켜야 한다. 실제로 이런 정책은 효과를 발휘해 왔다. 2007년

과 2010년의 여론 조사에서 러시아 국민의 다수가 북한과 이란의 전투력 배

가보다 유럽의 MD가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기 전인 2010년 여론조사에서 이미 러시아 국민의 55%가 러

시아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미국의 MD가 러시아의 주변국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34) 이에 힘입어 푸틴은 2012년 대선에서 “강해지는 것만이 

러시아 안보의 보증이다(Be Strong: Guarantees of National Security for Russia)”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따

라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유럽 MD 구축 전략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미·러 양국의 갈등 관계가 장기화될 것도 자명하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MD를 둘러싼 미․러의 갈등은 유럽에서 

양측의 양국의 군사적 대립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인 

Defence-Putin/EN/index.htm(검색일: 2015.09.24). 
33) 고재남(2013)
34) “How Putin uses missile defence in Europe to distract Russian voters”.



양국의 글로벌 전략의 차이는 약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대립 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의 패권안정론적 세계 전략과 러시아의 

세력균형론적 세계 전략의 대결 양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질서와 안정을 추

구하는 양측의 세계 전략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불안정

과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러한 우려

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실 국제정치학에서 패권안정론

과 세력균형론이 등장한 배경이 전자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15세기 이탈리아의 세력

균형자였던 베네치아의 몰락이었다. 즉 두 이론 모두 안정의 근간이 되는 패

권이 상실되거나 균형이 파괴된 상황에 대한 역설적인 자기변명에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두 입장에 근거한 미국과 러시아의 팽팽한 대결이 결국 세계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

은 기존 패권국의 국력을 도전국이 따라잡으면서 세계 불안이 심화된다는 ‘세
력전이론’적 입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러시아 특히 중국의 도전이 강

해질수록 미국이 전개하는 글로벌 MD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제는 MD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심화될수록 미국의 군산업체 외에는 

관련된 모든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유럽, 러시

아 모든 국가가 효용성 자체가 불확실한 MD 구축에 엄청난 재정을 낭비하

게 될 것이다. MD 체제의 핵심은 유도탄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

격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유도탄의 식별능력에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고 있

으며, 향후에도 극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 전

부터 전미과학자협회(FAS)는 이런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조직적인 반

대운동을 펼쳐왔다. 펜타곤으로부터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 사업을 따낸 

군수업체 TRW의 선임연구원 니라 슈워츠 박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부를 다른 수많은 기만체로부터 정확히 

명중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35) 결국 핵탄두를 

막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MD 구축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동유럽 

국가들이 부족한 재정을 짜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MD로 인해 러시아가 대응 핵무기 개발을 확대하면서 동유럽은 

핵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위험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35) 김당(2005).



방어망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에 과연 안전한 핵 방어 우산을 제공하는지 다

시 한 번 재고해봐야 한다. 핵전쟁까지는 가지 않는다하더라도 미국과 러시

아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러 당사국이 아니

라 중간에 낀 동유럽 국가가 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EU의 동진(東進)과 

러시아의 서진(西進)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우크라이나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도 유럽의 MD를 둘러싼 갈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미․유럽–동유럽–러>의 삼각구조형 대립이 국명만 바꾼 채 사드를 둘러

싼 <미․일–한–중>으로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동유럽과는 달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중국

과 미국의 갈등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드 또한 효력

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MD나 사드 

모두 관련국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며, 그중에서 강대국 사이에 낀 약자들

은 가장 큰 패자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 MD에 대한 동유럽의 

친미 일색의 태도나 갈등증폭자의 입장을 답습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한국이 제 2의 우크라이나가 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더구나 북핵

을 안고 있는 한반도에서 사드 갈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경쟁이 촉발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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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Conflict between US and Russia 
over the Missile Defense System in Europe

Lee, Dae-Sik*

Since the settlement of Iran's nuclear negotiations in July 2015,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over the European MD system has 
been reignited. The conflict, leading to the military expansion of the two 
sides, has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in Europe. The problem is that the 
conflict will be protracted because the root of this conflict lies in the 
difference in the global strategy of the two countrie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the unipolar 
system surrounding itself, which has continued despite Obama's reset policy. 
Whereas the Russian government is seeking after the multipolar system, 
where four axes, including US, EU, China, and Russia, are equally 
competitive. For this purpose, recently Russia is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China.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Russia over the MD problem 
in Europe is repeating i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Thad between US 
and China, so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take the appropriate 
diplomatic action not to deteriorate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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