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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약소국이 비대칭동맹하에서 강
대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유형
이 어떻게 시현되는지를 박정희, 노무현 정부
사례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약소국
의 영향력 유형으로 순응, 저항, 명분, 실용을
제시하였으며, 영향변수로는 ‘맥락적 국가능
력’과 ‘최고 정책결정자의 대응인식’을 상정
하였다. 여기서 맥락적 국가능력은 국가의 상
대적 자율성과 내적 자원규모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대응인식은 ‘강대국 동맹국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과 ‘연루에 대한 위험인식’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두 가지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네 가지 약소국 영
향력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의 함의로는 한미관계 혹은 대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강대국들의 정책이나
전략에 의한 부산물만이 아니며, 한국 사회와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
가의 상대적 자율성 강화와 정책결정자의 정
확한 상황인식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핵심어: 영향력, 맥락적 국가능력, 상대적 자율성, 정책결정자의 대응인식,
연루와 포기의 두려움

Ⅰ. 서 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실험 가능성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역학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선제타격 논란을 포함한 북미간의 힘겨루기 양상,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의 미중간 상호 경쟁, 미국의 사드배치 비용부담 압박,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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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압력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행동 공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에 근거해 본다면 향후 한반도 상황
및 한미관계도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트럼프가 언급한 것처럼 방위
비 분담금이나 북핵 문제, 한미동맹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부분은 일정부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능성은 비단 트럼프 행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 역대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미국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 따라 변화와 지속성을 동시에
내포해 왔다. 안보와 자율성 교환동맹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관련 정책은 주요 독립변수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한국의 대미정책이 미국 변수에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중범위 혹은 미시적 틀에서는 이승만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서처럼 한국
이 독립변수적인 행태를 보인 적도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즉
비대칭동맹하에서 약소국은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자율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국제정치 이론과는 어긋나는 현상이 한국 역대정부의 사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칭적인 한미동맹하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딜레마에 쌓여 온지 반세기가
훌쩍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주냐, 동맹이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리
의 능동적인 대외 행위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merica First’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나 사드(THAAD)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의 행태에 대한 독창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약소국의 행태는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를 분석해보고,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는 한국 역대정부 중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
를 사례로 선정하여 대미 영향력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두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사례로 선택된 두 정부는 모두 자주국방정책이라는 안보이슈를 선택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음에 따라 동일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두 사례는 다른 정부시기에 비해 한미관계가 비교적 변화가 심했던 시기로서
한국의 영향력 확보노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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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소국의 대외정책과 영향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약소국 대외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약소국의 개념 및 영향력에
관한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약소국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약소국 대외정책의 특성으로 수동적 의미의 자율성보다는 능동적인
의미의 영향력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 약소국 및 영향력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약소국이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힘이 미약한 작은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전적 개념에 따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약소국의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즉, 약소국과 강대국의 구분시, 그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약소
국이 될 수도 있고, 중견국 혹은 강대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소국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첫째로 주로 물리적 국력에 기반한 계량적 방법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다. 싱어(M.
Singer)는 해당 국가의 크기, 군사력, 국민총생산을 기준(M. Singer, 1972, p. 23)으
로 구분하고 있고, 매디슨(Mathisen)은 군사력, 인구, 기술수준, 공업생산성을 추가
하고 있다(T. Mathisen, 1992, p. 11). 이러한 물리적 능력을 기반으로 바스톤
(Barston)과 바이탈(Vital), 싱어(Singer) 등은 전 세계 국가들의 객관적인 능력을
측정하여 순위표를 작성, 비교함으로써 국가들을 분류하고 있다(R. Barston, 1972,
pp. 13-17).
둘째로 심리적이고 인식적 기준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다. 로스타인(R. Rothstein)
이 대표적인데, 그는 약소국만이 가진 독특한 행동 양식에 의해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 특정한 행위란 “약소국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R. Rothstein, 1968, p. 36)
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식적 기준에 의해 약소국이란 자국 단독의 힘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없고 동맹국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체제에서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국가분류 방법이다(R. Keohane, 1969,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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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96). 즉, 국제체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국가’, 중요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국가’, 체제에 대해 영향력이 거의 없는 ‘미영향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코헤인은 여기서 ‘미영향 국가’들을 약소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소국에 대해 단정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그러
나 위의 정의들에서 개념 정립을 위한 공통성을 추출할 수는 있는데, 바로 약함의
개념이 상대적인데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심리적, 국제체제적 역할에서 나타난
약소국 정의는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약하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
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떠한 약소국도 본질적으로 약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약소한 것이다.1) 예를 들면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일, 중, 러에 비해서는 약소국이지만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는 강대
국이라 할 수 있다. 즉 비교대상이 어떤 국가인가에 따라서 한국은 약소국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중견국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약소국이란 “물리적, 인식
적, 국제체제적 역할 면을 망라하여 상대적으로 국력이 부족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안보와 경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영향력’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가 다른 국가
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A가 B로 하여금 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기존 약소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강대국의 압력과 간섭에 대응하는 약소국들의
행태를 ‘자율성’2)이나 ‘자주’3)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들
은 ‘강대국의 간섭과 압력에서 벗어나 자국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이라는 다소 수동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은 약소국의 근본적인
제약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제약을 능동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개념이다. 즉
약소국의 입장에서 환경이 주는 제약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개념이 ‘영향력’
1) 이에 대해 로즈노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Small states are not inherently small.
They are small only in relation to other states.” James N. Rosenau, The Study of Political
Adaptation (N. Y.: Nicholas Publishing Co., 1981), p. 104.
2) James D. Morrow,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4 (1991), pp.
904-933;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장노순, “교환동맹모
델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국제정치논총제36집 1호(1996), pp. 79-104.
3)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서울: 오름, 2004); 배양일, “한미동맹과 자주,” 연세대학교 정
치학과 박사 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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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약소국의 힘(A. Wolfers, 1962, p. 111)’,
‘약소국의 횡포(Astri Suhrke, 1973, p. 508)’, ‘약소국 동맹의 큰 영향력(R. Keohane,
1969, pp. 161-182)’등은 국제체제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따라서 영향력은 기존 자율성의 범위를 포함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다. 즉, 약소국의 영향력이란 “강대국의 간섭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에 약소국의 의도를 강요함으
로써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 및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 고찰
약소국의 자율성 및 영향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우선 유럽에 있어서의
약소국의 대외정책을 잘 설명하고 있는 바웬스(Bauwens)를 들 수 있다. 그는 약소
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 위치에 있을수록, 강대국 간의 긴장이 심할수록, 강대국
간의 권력전이가 발생할수록 약소국은 대외정책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W. Bauwens, 1971, pp. 13-15). 바웬스가 약소국 영향력 행사의
변수로 국제안보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로즈노우와 스타(Harvey Starr)는 약소
국의 내부적 환경 또한 영향력 행사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 로즈노우는
이 요인으로 약소국의 지리적 위치, 고가치의 자원보유, 내부구조의 응집력을 들고
있는데, 약소국의 지리적 위치가 강대국 세력권에 위치할수록, 고가치의 자원을
보유할수록, 내부구조가 응집력이 있을수록 영향력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다(J.
Rosenau, 1981). 이에 비해 스타는 약소국의 단일 이슈에의 집중 능력, 목적달성을
위한 희생 감수용의, 인내심, 집중된 정책결정구조, 전략적 위치와 가치 있는 자산
의 존재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Maria Papadakis and Harvey Starr, 1987, pp.
427-431). 그러나 이들이 국제체제 외적 변수들을 상정하고 있으나, 주로 개념적
차원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이론화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국내의 연구로 김진호는 유럽의 약소국 외교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련과 독일
사이에서 중립을 추구하였던 핀란드의 성공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독립변수를
이용한 성공의 규명보다는 역사적인 기술에 치우쳐 있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론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김진호, 2006). 한편 전재성은 한국의 북
방정책에서 나타난 영향력은 국제체제적 변수와 국내적 변수에 영향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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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제적 변수가 우선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방정책의 성공은 미국이
전후처리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련과 중국의 유연한
탈공산주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소위 ‘상
대적으로 우호적인 방치’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다(전재성, 2003, pp. 23-44).
한편 문정인은 약소국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안보환경과 물리적 능력에만 중점을
둔 것을 지적하며, 약소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물리적 능력까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정당성, 통합성, 정책능력을
제시하고 있다(E. Azar & Chung in Moon, 1988, p. 7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약소국에 관한 연구초점은 국제체제적 측면에
서 약소국의 자율성 확보노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적 혹은 개인적 수준
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제한적이었음에 따라 이 수준들에 대한 이론
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약소국의 영향력을 설명하
는 데 있어 어떤 변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된다. 즉 국제체제 수준의
안보환경,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의 능력이나 특성, 개인적 수준에서 최고 정책결정
자의 인식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3. 대안적 접근
이 글은 약소국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체제 수준을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분석의 중점에서는 제외할 것이다. 즉, 국제안보환경
이 생존에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약소국들은 강대국에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국가와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 ‘국가’라는 개념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교차점에 놓여있는 분석단위
로서 대통령과 관료체계를 의미한다. 즉, 이들을 통합하여 정책결정자로 호칭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외적인 제약에 대응하며, 그들의 선호도와 부합되지
않는 국내외 행위자들의 선호도를 조작하는 등 목적지향적으로 행위한다. 즉, 정책
결정자들은 국내외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선호도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
한 행위를 추구하는데, 이 글에서는 국내세력의 영향력 속에서 대외 목적을 추구하
는 정책결정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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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약소국의 영향력에 관계된 변수들로 다음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국가적
수준에서의 변수는 맥락적인 국가능력을 들 수 있다. 강대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국가능력은 맥락적(contextual)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맥락적 국가능력’이 보다
적합한 개념일 것이다. 이 개념은 전반적인 국가능력 개념이라기보다 특정 이슈에
서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상황적인 국가능력 개념이
다. 이 능력은 다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국가의 자원규모’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가-사회관계 측면을 의미하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들 수 있다. 여기
서 상대적 자율성이란 “대외정책 결정시 응집력 있는 국가 선호도를 바탕으로 사회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선호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 국가가 다양한 사회세력을 포섭하느냐, 아니면 사회가
국가를 포섭하느냐에 따라 약소국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Migdal,
1994, pp. 24-26). 만약 국가가 안보정책 결정이나 집행시 국내세력을 수용함으로
써 보다 응집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면 외부환경의 제약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국내세력이 국가를 수용할 경우에는 환경의
제약에 국가가 응집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력 발휘가 어렵다(A.
Mack, 1975, pp. 24-26). 이러한 상대적 자율성은 지배 엘리트 선호의 일관성,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의 지지, 정치적 파편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지배 엘리트 선호의 일관성’은 국가가 사회세력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정 및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국가정
책에 대한 사회의 지지’는 상대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원추출 능력을 형성하는데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Barbra G. Salmore, 1978, pp. 103-115). 마지
막으로 ‘정치적 파편성’은 다시 국가조직 내부의 파편성 정도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허만(Herman)과 헤이건(Hagan)은 체제의 파편성과 자율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파편성의 정도에 따라 국가체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Magaret Hermann, Charles Hermann, 1987, pp. 311-312). 만약
파편성이 심하다면 국가 조직내부에서도 응집되고 일관된 정책의 집행이 힘들 것이
며, 반대로 약하다면 그 반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현실주의 이론과 국내정치 사이에서 국가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Michael Mastanduno, David Lake & G. Ikenberry, “Toward a Realist Theory of State
A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3, no. 4 (1989), pp. 4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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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의 내적자원 규모는 경제력, 군사력, 천연자원 등으로 대표되는데, 국가
가 어떤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효과적인 집행을 반드시 보장
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박찬웅, 1998, pp. 790-791). 또한 국가가 보유한
자원규모가 충분하다면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반면에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민감성이
나 취약성이 증가됨으로써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 더욱이 부족한 자원을 국내적
으로 강제적인 추출이나 수탈을 통해 동원해야 하므로 사회의 저항에 직면함으로써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감소될 여지가 많기도 하다(신욱희, 1992, p. 184).
둘째, 개인적 수준에서 약소국의 영향력은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을 통해 최종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5), 특히 비대칭동맹하에서 정책결정자는 강대국
동맹의 행위에 대해 다음의 ‘두려움 및 기회’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약소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강대국과의 동맹이 강대국의 국익판단에
의해 파기될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이다. 즉, 강대국 동맹의 세계전략에 의해 혹은
약소국의 전략적 가치가 덜 중요하다고 판단시 자국을 방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은 약소국의 대외정책을 수동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둘째로 위와는 반대로 약소국
이 공유하지 않거나 단지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강대국 동맹의 이익 때문에 이슈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인식은 분명히 약소국이 가지는 딜레마임에도 불구
하고 영향력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약소국의 국력
이 예전에 비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에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할
때 이러한 인식은 ‘주권 문제’와 맞물려 약소국 대외정책의 제약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수준의 변수들을 매트릭스로
정리해 보면 약소국의 영향력 확보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5)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변수는 강대국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정치적 이념
성향을 들 수 있다. 즉, 이념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위에서 제기된 영향력 확보 유형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정책결정자를 국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국가조직의 일부로 상정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념이나 개성은 고려하지 않
고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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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개인 수준의 변수조합에 의한 약소국의 영향력 확보 유형
강대국 동맹의 행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대응인식

맥락적
국가능력

방기의 위험 인식

연루의 위험 인식

강

저항

실용

약

순응

명분

‘순응(compliance)’은 강대국이 정해놓은 규범이나 원칙,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는 유형이다. 강대국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존재하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미약하여 응집적인 힘을 가지고 강대국의 압력에 대응하지 못할 때 시현
된다. 강대국에 대한 상호의존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약소국의 민감성과 취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때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정책은 수동
적이거나 반응적일 수밖에 없으며, 영향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다. 약소국의 최고
정책결정자는 강대국의 힘과 원조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함으
로써 환경이 주는 제약을 벗어 날 수 없음을 인식한다(Peter Hansen, 1974, pp.
143-150). 그 결과 강대국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하는 당위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나타나는 약소국의 행태는 무조건적 양보, 의존적 편승, 강대국의 이익
과 부합되지 않는 정책 철회 등을 들 수 있다.
‘저항(voice)’은 강대국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은 ‘순응’시와 동일하나, 특정 이슈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강력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약소국이 강대국
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갈등을 조장하는 유형으
로 외부위협에 직면하여 안보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즉,
최고 정책결정자는 응집된 국가선호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방기를 방지하기 위해
저항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결정자는 강력한 상대적 자율성을 바탕
으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전략은 강대국의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는 이슈에서는 매우 위험하지만,
외부 위협에 대한 생존 등 약소국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 영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강대국은 관심범위가 전 세계적 내지 지역적으로 매우 넓지만,
약소국은 관심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이슈 하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Michael Handel, 1981, p. 42)6) 이 유형에서 약소국은 일정부분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지만 의존의 비대칭성과 강대국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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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유형에서 약소국은 공갈, 부분적 논쟁, 허세,
갈등적 편승 등의 행태를 보인다.
‘실용’은 강대국의 세계전략이나 이익을 공유하지 않은 이슈영역에서 연루의 위험
인식을 가진 약소국의 국가능력이 강할 때 나타난다. 비대칭동맹의 구조적 제한점
을 인식하면서도 강대국의 정책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국가에 머무르기 보다는 나름
대로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약소국의 영향력이 확장
될 수 있는데, 의존의 비대칭성이 약소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으로 특정 이슈
영역에 있어 약소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영향
력은 국가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해도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영향력은 협상전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협상시 목표달성 수준의 차이와 집중력의 차이 등은 약소국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7) 이 유형에서는 맥락적 국가능력 중에서도 상대적 자율성보다는 자원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상대적 자율성이 영향력에 간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 자원능력은 강대국과의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기 때문이다. 즉, 자원능력의 증가는 강대국에 대한 민감성이나 취약성을 크게
감소시키므로 전자보다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약소국은
설득과 타협, 조건적 양보, 이면보상, 타 이슈와의 연계, 이익의 상호교환 등의
협상행태를 지닌다.
‘명분(justification)’은 외교적 수사를 부각시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형이
다. 연루의 위험 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 자율성이 약할 때 시현된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강대국 동맹의 개입이나 협조요청에 대해 수락하고 싶으나, 사회
구성원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 나타난다. 대외정책을 통해 얻는 유형적
이익보다는 무형적 이익을 내세우며 원칙적 선언이나 이념으로 대응하는 경우다.

6) 한델은 이런 면에서 “약소국은 지엽적(provincial)이고 편협적(parochial)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는데, 제한된 범위의 외교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
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관심의 비대칭(Asymetry Attention)”을 지
적하면서 약소국의 강한 응집력(cohesion)과 집중력(concentration)이 약소국의 무기임을
지적하고 있다. Joseph Nye, “ Trasnational Relations and Interstate Conflicts: An Empiric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8 (Autum 1974).

비대칭동맹하에서 약소국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15

Ⅲ. 역대 정부의 대미 영향력
1. 박정희 정부
가. 대미영향력
1968년 청와대 기습 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이율배반적
인 대응과 닉슨 독트린은 한국에 미국의 안보공약이 감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1971년 미국은 제7사단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켰는데, 더욱 심각하
였던 점은 철수 결정이 한국과는 상호협의 없이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미국은 내부
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한참 지난 후에야 한국정부에 공식통보 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철군에 대한 안전보장조치로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과 방위공약
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군현대화 지원을 적극 지원하되,
추가적인 방위공약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압박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8)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 요구에 1억 5천만불의 특별군사원조법안의 통과와 추가적인 미군
병력의 감축이 없을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박정희정부와 타협점을 찾으려 하였다.9)
그러나 미국이 약속하였던 군현대화지원을 위한 군원액은 일부분만 지원되었으
며, 향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미군 철수의 보상으로 국내적 방위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군수공장 건설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도움을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한국이 원하
는 대로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군 철수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과

8) Department of State, “To the Secretary, From: Marshall Green, Subject: Talking Points
for Your Appointment with Korean Ambassador Kim Dong Jo,” Briefing Memorandum,
(Aug. 5, 1970).
9) 이에 대한 내용은 1973년 미국무성의 스피어스(Spiers) 정치군사국장, 스나이더(Snieder) 부
차관보와 면담한 김동휘 미주국장과의 면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군현대화 5년 계획을
위한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1973. 3. 9.” 한국 외무부 외교문서 공개자료, 마이크로 롤, 파
일 번호, G-0030, 03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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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도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10) 이에 따라 미국은 1973년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예산 항목으로 7,500만 불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이러한 예산은 약 200여종의 장비를 국내개발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으며, K2 소총, 다연장 로켓트포, 한국형 장갑차 등의 장비를 개발 생산하
는데 필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이 율곡사업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정책을
활성화 시킬 무렵, 1977년 취임한 카터는 주한 미 제7사단 철수 이후 하나 남아
있는 제2사단 마저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 동년 5월 미대통령의 특사로 하비브(P. Harvib) 미국무차관과 브라운(G.
Brown) 미합참의장이 방한하여 한국과 1차 협의를 가졌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1978년 말까지 주한미군 6,000명이 철수할 것이고 나머지 지상전투부대의 철수는
단계적으로 행하며 제2사단 본부와 2개 여단은 철수 최종단계까지 잔류할 것이라는
방안을 한국에 제시하였다.11) 또한 주한미군 보유장비의 일부를 한국군에게 무상
으로 이양하고, 미국의 대외무기 이전정책의 범위 내에서 한국에 무기를 우선적으
로 제공한다는 것과 미지상 전투병력 제1진의 철수완료 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한미군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하
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정희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주한미
군 철수는 곧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쩔 수 없이 철수가 추진되
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저항
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즉,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요구는 생존보장,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활성화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실 이당시 박정희 정부는 방위산
업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12) 결국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미국은 주한미군
10) Department of State, Subject: Outgoing Telegram for Ambassador, Letter from President
Park to President Johnson, (Feb. 10, 1969).
11) 국방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968-2002)(2003), pp. 40-47.
12)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국 외무부 외교문서, 필름번호, G-06-0045. 그 당시 미의회를 중심
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군 현대화의 불가피성이 확산되어 있었으며, 한국군의
전작권전환 요구가 강력히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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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의 무상 이양,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MS 차관의 추가적
인 제공, 군사원조액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확실한 실행 등을 약속함으로써 한국
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다.
위와 같이 박정희 정부의 대미 영향력은 저항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이 순차
적으로 시현되었는데,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하기 위한 초반부의 저항
적인 태도는 이후 핵개발 정책에 있어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하자 한국은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공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가졌으며, 미국의 보완적인 지원책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해 한국은 비대칭동맹 관계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였는데, 그 수단이 바로 박정희 정부의 이중적 핵정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미핵무기의 철수가 강행될 경우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애매모호한 핵개발의 필요성
주장은 박정희가 미국에 내민 히든카드였던 셈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국은 주한미군과 핵무기가 동시에 철수할 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3)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책을 한국에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박정희 정부가 직접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없었다 하더라
도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러한 우려는 카터
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주한미군철수 반대를 위한 또 하나의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로 미국의 관료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
려는 노력을 촉진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
기 자체가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었다.14)
13) 이 당시 한국 국내적으로도 핵개발은 이슈화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 박동진 외무장관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기점으로 국회내에서의 핵개발 지지성명, 학계
에서의 핵무기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리들은 은연중에 카터행정부의 엘리트들에게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으리라고 판단된다.
14) 예를 들면 1979년 1월 ‘태평양 지역 연구그룹’으로 알려진 미상원 군사위원회의 특별반은
철군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철군정책은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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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야기되는 한국의 핵개발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개발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
다. 이러한 미국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힌 카터 대통령은 1979년 한미정상회담 직후
7월 20일에 브레진스키 안보담당 보좌관을 통해 ‘철군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사실상 철회되었다. 그 명분은 한국이 국방비를 6% 증액하여
미국의 예산압박을 감소시키고, 인권 탄압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는 데 한국정
부가 동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비공
개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대미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박정희 정부 후반부 실행된 핵개발 정책은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즉, 한국은 저항적 핵개발을 통해 한미연합사의 창설
이라는 제도적 안전판과 대규모의 군사원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데탕트 무드를 저해할 수 있는 한국의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한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아시아 전략을 현상유지적으로 유지
하려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초반부의 저항에서 실용적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을 통해 미국에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최후에는 핵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과 타협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하려는 실용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나. 박정희 정부의 맥락적 국가능력
자주국방정책 추진과 핵개발 정책에 있어 박정희 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었다. 국가의 선호도는 일관적이었고, 국가 조직간의 협의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하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핵정책은
친정사업으로 국가 조직들간의 이견이나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당시
핵 개발정책의 관련 조직으로는 무기개발위원회, 경제 2수석실, 과학기술처, 국방
과학연구소, 국방부 등을 들 수 있다. 무기개발위원회는 핵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였
두르도록 촉발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끝없는 무기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라고 경고하였다. 이양우, 미국이냐, 미제냐: 5.16에서 10.26까지(서울: 중원 문화사,
1986),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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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경제 2수석 비서관실은 핵무기 개발을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과학기술처는 핵물질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김재홍, 1994, p. 91). 핵개발 담당 조직
들은 유기적으로 상호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추진과정에서 각 조직이나 기관
들간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개발 위원회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체계였다. 즉 정책 선호도의 합치나 일관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보면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닉슨독
트린과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국민들에게 총력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핵개발 정책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으며,
지지 움직임들은 상대적 자율성의 신장과 아울러 미국의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당시 사회 내에서 핵개발에 관한 논의는
학계와 지식인들이 주도되어 촉발되었고, 그 여파는 국회 내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여야의원 모두 ‘미군이 떠나는 상황이라면 한국도 당연히 핵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
는가’라는 암묵적인 지지선언들이 등장하였다. 즉, 핵개발에 대한 지식층과 국회로
대표되는 사회의 지지는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정책에 힘을 보탬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5)
박정희 정부의 국가구조를 정치적 파편성 측면에서 보면 헤이건의 유형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정희라는 지배적 지도자에 의해 국가전체가 통치되는
체제였다. 즉, 막강한 단일체제에 의해 통치됨으로써 자주국방정책이나 핵개발 정
책에 대해 파편성이나 반대세력에 의한 정치적 제약성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상대
적 자율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움직였던
단일 통치체제는 국회나 정당 등 여러 사회조직으로부터 관련 이슈에 대해 견제를
피함으로써 상대적 자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었다.
한편 국가의 자원규모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대미
15) 이렇게 촉발된 한국의 핵논쟁에 대해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
었다. “현재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하여 독자적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철호, “박정희 핵외교와
한미관계 변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2000),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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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하였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5개년
계획은 1976년도에 그 목표를 초과달성하는데, 이전의 성과와 비교해보면 이 시기
박정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규모가 급속하게 증대하였다(이성훈, 2007, pp
216-219).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는 연평균 9%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
을 보였으며, 그 결과 1인당 GNP는 1973년의 396달러에서 1979년의 1,647 달러로
커다란 증가를 보였다. 또한 1977년에는 수출이 일약 100억 달러를 넘게 될 정도로
놀라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시기 외채의 대부분이 미국
에 집중되어 있어 자본 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 규모는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군원의 삭감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는 방위세를 신설하였고, 연이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1970년대부터 군사자원도 어느 정도 축적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해서 군사자원의 규모도 증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군사예산은 1975년까지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연간 평균
10억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연간
3억-10억 달러 범위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1978년에는 10억달러의 증가를
이룰 정도였다(이성훈･지효근, 2004, p. 171). 그러나 총 국방비 자체만으로 볼
때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연간 평균 17%로 증가하였지만 ‘전력증강’ 부문에 배당
할 자체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전력증강은 미미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으로 한국군은 괄목할만한 전력증강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북
한군의 증강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16) 즉 절대적인 군사자원 규모는 증대되었
으나, 북한과의 상대적인 군사자원 규모는 여전히 뒤처져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군사자원도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안보지원에서 완전히 자립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 박정희 대통령의 상황인식
그 당시 안보환경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보면 북한 위협에 대해
16)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1994), p. 37. 국방백서에 의하면 1988년
까지도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65%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1988),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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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장한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정책으
로 미국의 방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미국이 한국의
의사에 상관없이 철군을 진행할 것이라는 현실을 자각한 박정희 대통령은 더욱
저항적인 반응을 보였다(정옥임, 1999, p. 22). 즉, 이 당시 박정희는 청와대 습격사
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도끼만행사건 등 일련의 북한의 도발로 인해 위협인식은
최고수준에 달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경제나 국방에서의 자원규모도 미약한 상태였
음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대북 위협인식은 박정희 정부에게 영향력 발휘의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해 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강대국의 관심과 이해가 광범위한 것과는 달리 약소국은 국지적 이해에 집중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함으로써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당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직접 연루되기를 꺼려하였던 동시에, 이러한 미국 의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방기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도발을 촉발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정옥임, 1999, p. 49). 즉 동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하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 위협에 대해 어떻게든 생존을 보장
받으려는 한국의 입장이 영향력의 우열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역내
안보상황의 현상유지와 데탕트 무드의 지속이라는 암묵적 합의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과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에 대해
서는 수세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영향력은 확대될 수 있었다.
한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이룩된 자원능력의 향상에서 오는 자신감
과 강력한 사회통제력에서 오는 상대적 자율성의 확립은 자주국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박정희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기회로 인식되었다.17) 즉, 이러한 국가적 능력의
향상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순응하거나 그대로 편승하기보다는 저항 혹은 때로
는 타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미국에게로의 외채 부담 증가와 같은 경직된 경제구조나 대북
군사력 우위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여전히 상존함으로써 미국에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으며, 이것이 저항과 실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7) 문정인, “한국의 국가경제 관리와 대통령 리더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의 비교,” 연세대
국가 관리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0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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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현 정부
가. 대미 영향력
출범 후 ‘자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수평적 한미관계를 주장하면
서 비대칭적인 동맹관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피력하였다. 노대통령은 취임사
및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에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할 수는 없고, 한미관계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눈치를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였
다. 이러한 인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SOFA 규정, 노근리
학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그동안 불공평하게 여겨져 왔던 한미관계
에 대한 수평적 수준의 요구가 누적되어 왔던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라는 명분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이 시기 미국은 세계전략 변화와 연계하여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
(Global Defense Posture, GPR)’을 발표하였는데,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4단계로
분류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문제는 일본을 전력투사거점(PPH), 혹은 주요작전기지(MOB)로 지정하여 그 중요
성을 부각시킨 반면, 한국은 전진작전거점(FOS)으로 분류함으로써18) 노무현 정부
는 미국의 대한(對韓) 중요도 인식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점은 자주라
는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과 결부되어 수평적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정체, 전작권전환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문제,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이슈들에 대해 자주와 같은
명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후반기 들어서는 실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점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였던 이라크 파병문제를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한미관계를 기존의 명분위주의 배타주의적
정책에서 정상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는 점에서 실용정책으로 표현

18) 4단계는 안보협력대상지역(CSL)로서 소규모 연락요원이나 훈련시설만 최소한으로 유지하
는 곳이다.

비대칭동맹하에서 약소국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23

할 수 있다. 파병결정은 중동지역의 안정을 이루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주한미군 감축 등 방기의 가능성이 혼합된 이슈였다.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라크전을 시작한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이
나 우방국들의 파병과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파병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이슈였으며,
이점은 파병결정 과정과 연계되어 타 안보이슈에 구체적으로 시현되었다.
2003년 9월 7일 미국은 한국 등 29개국에게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였는데,
요청한 파병의 성격과 규모는 1개 사단 규모인 1만 여명 수준이었다.19) 그러나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거세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국내의 사정과 맞물려 미국의 이라크
전 수행이 점점 수렁에 빠짐에 따라 미국은 더욱 다급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
다. 원래 파병하기로 약속하였던 터키가 국내사정으로 인해 파병 결정을 철회하였
고, 유럽의 우방국들은 전쟁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국민들이 대부분 파병을 반대하
자 믿을 곳은 한국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파병국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결정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11월 14일 대통령은 관련 장관회의에서 파병 규모는 3,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전투병력보다는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파병안을 검토하되, 이 경우에도
현지경찰이 직접적인 치안을 맡고, 한국군은 경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허버드 미대사는 보병부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럼즈펠드 국방장관 또한 “과거
50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운 것처럼 한국도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롤리스 부차관보는 공병과 같은 재건 위주의 파병은
미국에 부담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미간에 이견(異見)이 조정되지 못한 가운데, 당초 제35차 SCM에서 결정
짓기로 하였던 추가파병에 대한 내용은 원칙론만 확인한 가운데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20)
19) 국회, “국군 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 ｢제245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제 5호｣(국회사무처,
2004), p. 3.
20) SCM 2항에 “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 6천만불의 재건
비용을 제공키로...”라고 명시함으로써 파병유무와 재건비용만 명시됨. 국방부, ｢제 35차
SCM 공동 성명서｣(국방부, 200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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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에서 파병에 관한 논란이 국내적으로 거세어지자 미국은 파병 규모를
5,000명 선으로 하향하는 조정안을 내세우며 동시에 용산 기지의 80% 수준인 70만
평을 반환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전까지 미국이 고수하였던
60%에서 증가된 수준이며, 이전 비용도 30-50억$에서 최소수준인 30억$로 낮추기
도 하였다(조선일보, 2003. 9. 26). 또한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원시 해왔던 노무
현 대통령에 대해 ‘우정어린 친구이자 대화하기 편한 상대’로 호칭하며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사회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전면적으
로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회에서의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미국
의 파병요청에 대해 만족할만한 파병규모와 성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났다. 용산 기지 이전시 연합사를
포함한 모든 주요시설을 이전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전 80%의 용산기지 반환 시사에서 70%로 낮추어 28만평의 토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 국회 이라크 조사단의 귀국보고서, 후세인의 체포 등에 영향
을 받은 정부는 3,200명의 파병인원을 결정하였다. 파병성격은 이라크 재건 지원
및 이를 위한 자체 경계임무만 맡고 현지치안은 이라크 군과 경찰에 맡긴다는 내용
이었다.
이라크 파병정책은 애초 1만여명의 전투병력 위주의 파병규모를 요구하였던 미
국에 대해 한국은 3,000여명의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에의 동참을 기회로 주한미군 감축 철회, 정상적인 동맹관계 복원을 시도한
실용위주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즉, 한국 정부는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
에의 연루 및 편입이라는 정책과 연계하여 용산 기지 이전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철회라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불거진 한미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자주냐, 동맹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이고 명분적인 외교안보정책에
서 ‘우리의 자주국방이 꼭 우리의 힘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의 협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내용
도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및 상호 보완적 안보 동반자 관계임을 과시하며 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나. 노무현 정부의 맥락적 국가능력
이 시기 대미정책에 있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그리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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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선호도는 분산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개혁을 주장하는 386세대의 참모진
들과 기성 정치세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국가관리는 국가와 사회 연결망에 기초한 것으
로 과거의 국가 주도적 국가관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
정부의 국가관리가 주로 수직적, 계층적 통치 형태였다면, 노무현 정부는 보다 수평
적이고 협력적 통치 형태를 띠고 있었다(양승함, 2005, p. 7). 즉, 민주주의 통념상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였으나, 응집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외교안보정책에서
는 오히려 국가 선호도를 분산시키는 단점을 노정시켰다. 더욱이 개혁을 주장하는
참모진들의 특성은 외교안보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대북관계나 대미관계
에 있어 보수세력들과의 대치 양상이 자주 시현됨으로써 국가 선호도가 일치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후반부로 갈수록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에
의해 미국과의 선호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NSC의 위상을 강화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21)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은 사회세력들의 거부 반응에
의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점은 상호수평적
인 한미관계를 주장했던 정책에 대해 한미동맹의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수 있는 반미주의적 발상이니, 북한과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모험주의적 발상이니 하는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을 경우 정책의 추진력 상실
을 우려한 나머지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파병결
정 과정에서도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 사회 제분야 세력들에
의해 파병 결정이 지연되거나 애초 설정하였던 파병 규모 및 성격이 변화되는 모습
을 보였다. 정치적 파편성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구조는 확실한 지배정
당이나 그룹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영향력을 지닌 상이한 정치적 집단들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였다. 즉, 이 시기는 여소야대 형국이 지속되었으며, 행정부가
결정하는 다수의 외교정책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쉽게 동조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파편성의 결과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헤이건의 세 가지 국가구조 유형 중 셋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만큼 파편성
21) 안보분야에서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NSC를 확대 개편하여 강
화시켰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12명에 불과한 사무처 인력을 약 80명으로 확대하
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였으며,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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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하여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기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자원규모 측면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대내외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를 상회하였고, 실업률도 3.5%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2만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였으며, 수출증가율은
5년 평균 19%에 달하였다. 또한 재정수지도 2007년에는 33조원이 증가되는 등
IMF 사태를 지나 국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세력에 배분해 줄 수 있는 자원은 확보되어 있었으며, 특히 낮은 실업률
과 물가상승률(2.9%)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침투될 수 있는 호소력이 있었다.
<표 2> 노무현 정부의 경제지표(2003-2007)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 성장율

2.8%

4.6%

4.0%

5.2%

5.1%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재정수지

7.6조

5.2조

3.5조

3.6조

33.8조

외환보유액

1,554

1,991

2,104

2,390

2,503

실업률

3.6%

3.7%

3.7%

3.5%

3.3%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co.kr 인터넷 검색 2017. 4. 14.

한편 이 시기 국방예산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2005년
에는 그 증가율이 11.4%에 달하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주로 봉급이나 복지 등
경직성 자원에 국방예산에 많이 할당되었다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인
전력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예를 들면 2005년
에는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이 16%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표 3> 노무현 정부의 국방관련 통계(2002-2006)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정부재정 대비 증가율

10.5

7.8

1.7

12.5

8.7

국방비 증가율

6.3

7.0

8.1

11.4

6.7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5.0

4.8

9.7

16.0

2.7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06),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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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방비가 증가된 배경에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체
계의 도입이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KIA1 전차, K-9 자주포, 조기경보통제
기, 공개토-Ⅱ/Ⅲ급 구축함, 장보고-Ⅱ급 잠수함, F-15K 전투기 사업, 중고도 무인정
찰기,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등이 주된 전력강화 사업들이었다. 이러한 고성능의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북한군과의 전력격차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 당시
의 남북한간의 전력지수를 살펴보면, 북한군 대비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로 공군을 제외하면 여전히 열세라 할 수 있으나, 무기체계의 성능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을 압도하는 전력이라 할 수 있었다.22) 이러한 군사능력의 급격한 증대로
인해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생존의 위험성을 벗어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한국의 대미 영향력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
다. 즉, 국가의 내적자원 규모로만 본다면 그동안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의 급격한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맥락적 국가능력을 종합해보면 국내 제세력들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에 있어 박정희 정부보다는 약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보 이슈들에
있어 여론은 진보와 보수간, 그리고 세대간 분열된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정부 초기에는 자주를 갈망하는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논리로 인해 명분 위주의 정책이 구사되었으며, 안보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
를 제기하는 보수진영으로 인해 자율성의 제한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후반부에도 상대적 자율성이 그리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특정 안보 이슈에
대한 지배세력들의 선호도 일치, NSC와 같은 국가관리 조직의 강화, 한미관계의
정상적인 복원 노력 등으로 인해 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정책으로 표면화 되었으
며, 정책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복원을 위한 시초 단계로서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었
던 것이다.
상대적 자율성의 점진적인 증가와 함께 세계 10위권 규모로 향상된 자원규모는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였다. 특히 이 시기 체결된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적 이슈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협상할 정도로 한국의 자원 규모는 성장해 있었다. 즉, 노무현정부의 자원규모는
22) 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국방연구원, 2004),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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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곧 미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이 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노무현대통령의 상황인식
노무현 정부 초기 미국과의 이견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4. 국군의 날 기념사)”,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이 불안해 어쩔 줄 모른
다... 한국군의 자주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
군사적 목표를 갖고 주둔해야 할 것이다(2004. 장군 진급 신고 후 다과회)”.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의 국력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자체는 여전히 후견과 피후견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그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남북관계에서 있어서도 미국과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한미
간의 인식차이는 가속화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대북 공존 분위기가
주적을 공유하던 한미간에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미국에 더 이상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다. 즉,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국력
신장과 더불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불평등 문제가 주권문제와 연계되어 사회
안팎으로 제기됨에 따라 동맹보다는 자주라는 명분적인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내 보수세력들과 북한위협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반대여론을 야기 시켰으며, 미국도 주한미군의 감축 시사, 용산기지 이전 재검토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자주라는 명분 위주의
정책이 내포하는 제한점과 북한 위협이라는 현실에서 미국의 안보제공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정책을 채택
하여 한미동맹하에서 자주국방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실용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라크
파병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결정은 미국의 압력이나 피후견 국가로서 갖는
제한점에 의해 결정되었을 수도 있으나,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연루의 기회인식
이 더 크게 작용했다. 즉, 이라크전 차출을 위한 3,600명을 포함한 주한미군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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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2005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미국측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서나 방위비
분담문제, 용산기지 이전, 전작권전환 등 중요한 안보이슈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파병은 필수불가결 하였던 것이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비대칭동맹하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유형이 어떻게 시현되는지를 연역적으로 검토하고, 박정희, 노무현 정부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과 핵개발정책은 국민이나 여론에 대한 저항없이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 자율성이 매우 높았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증대된 자원능력과 더불어 대미 영향력을 제고시켰던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초기 박정희 정부의 인식은 미국의 방기
에 대한 우려심 때문에 자주국방력 건설을 위주로 한 저항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순응을 하기에는 북한의 위협이 너무나 우려스러웠고, 실용전략을 구사하
기에는 국가의 능력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저항전략은 박정희 정부의 후반기 들어
이중적 핵개발 정책을 위주로 서서히 실용의 유형으로 변모하였다. 즉,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순응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타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의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실용전략이 가능하였던 이유로는 신장된 자원규모와 상대적
자율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핵개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질
서의 갈등적 구조를 방지하려 하였던 미국의 지역전략에 대한 연루의 기회적 인식
을 최대한 이용하려 한 박정희 대통령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중화
학 공업에 집중된 경직된 경제구조나 미국으로의 외채 증가, 대북 군사력 우위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상존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노무현 정부 초기는 탈권위주의화를 시도하는 등의 이유로 상대적 자율성은
미약한 편이었으며, 증대된 자원규모를 바탕으로 대미관계에 있어 ‘자주’ 위주의
정책 구사,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등 명분위주의 영향력 행사
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후반부 들어서는 안보이슈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세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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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자율성을 점점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명분위주의 정책에서 오는
제한점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라크 파병 결정 등을 통해 관계회복에 나서는
등 실용위주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노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인식은 부분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미국의 방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위협에 대해 생존을 걱정하였던 박정희 정부 시기와는
다르게 수평적 상호관계라는 주권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은 별영향이
없었던 반면, 파병과 같은 미국 세계전략에의 연루에 대한 기회적 인식으로 영향력
이 확장된 실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는 한미관계는 미국의 정책이나 세계전략에 의한 부산물
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관계는 한국 사회와 최고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사례들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강화와 정책결정자의 정확한 상황인식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정책적인 함의로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영향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핵 위협과 국익을 우선시
하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첩적인 현 안보환경에서 갈등적인 동아시아 지역질
서를 방지하려 하였던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용한 박정희 정부나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국 세계전략에의 연루를 활용한 노무현 정부의 실용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즉 미･중간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
할 수도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이나 영향력 증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북핵과 사드(THAAD)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에게도 이 연구
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유형의 영향력 확보 전략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도 안보환경을 면밀
히 분석하여 그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환경의 제약
을 벗어나 오히려 그 제약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원
규모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다양한 안보이슈에 대해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적 파편성을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특히 안보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내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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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대국의 방기와 연루에 대한 막연
한 두려움보다는 그러한 제약점을 어떻게 영향력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냉철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고일 : 2017.01.16.
심사완료일 : 2017.03.16.
게재일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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