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목록 (77)
Ⅰ. 사회·정치개혁 관련 (7)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1-07 언론분야 개혁

1-02 사법제도 개혁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Ⅱ. 정책추진 관련 (47)

경제분야
(17)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2-03 신용불량자 대책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2-02 금융시장 안정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국가균형발전’
2-06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사회분야
(24)

2-18 노인복지 정책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2-22 주민 서비스 혁신
2-24 건강보험 개혁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2-28 여성인력개발
2-30 차별시정 강화
2-32 노사관계 개혁
2-34 교육격차 해소
2-36 사립학교법 개정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2-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19 장애인 정책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2-23 국민연금 개혁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2-27 호주제 폐지
2-29 성매매 방지
2-31 비정규직 보호
2-33 일자리 창출
2-35 교원평가제 도입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2-46 국방개혁 2020

2-43 남북관계 발전
2-45 글로벌정상외교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통일외교분야
(6)

Ⅲ. 정부혁신 관련 (21)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3-07 기록관리 혁신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3-13 균형인사 정책
3-15 제주특별자치도
3-17 교육자치 정책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혁신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3-16 자치경찰제 추진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Ⅳ. 청와대 개혁관련 (2)
4-01 대통령비서실의 변화와 혁신

4-02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44

한 ․ 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 `포괄적 ․ 역동적 ․ 호혜적 동맹'을 향하여 -

2008

작성중인 초안자료
<집필 참여자>
안보전략비서관 : 박 선 원
행정관 : 김 호 홍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 : 손 창 호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
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은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참여정부 정책
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목

차-

제1장 시대정신과 한․미 동맹의 변화 ················································· 1
1. 참여정부 출범과 동맹조정의 시작 ····················································· 1
2. 한․미 동맹의 발자취 ········································································· 3
3. 성공 속의 그늘 ····················································································· 7
4.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동맹의 필요성 ···································· 8
5. 변화의 당위성, 기회와 도전 ····························································· 10

제2장 한미간의 다양한 대화, 풍성한 합의 ··································· 12
1. 한․미 정상회담 ················································································· 12
2.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한․미 전략대화 ······································· 18
3.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 20
4. 한미외교라인 간의 협조 ···································································· 23

제3장 변화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모습들 ······························· 24
1.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 24
2.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 25
3. 변화하는 주한미군 ············································································· 32
4.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지휘관계의 조정 ···································· 34
5. 해외파병과 북한 핵문제 ···································································· 43
6. 한․미 방위비 분담 ··········································································· 46

- i -

제4장‘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을 향하여 ···························· 54
1. 미래 동맹의 비전속에서의 한국과 미국: 확장되는 공통이익 ······· 54
2. 협력적 자주국방과 미래 동맹 ·························································· 56
3. 한․미 FTA: 포괄적 협력을 향한 첫 걸음 ····································· 63

제5장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원의 필요성 ······· 66

- ii -

제 1 장 시대정신과 한․미 동맹의 변화
지난 5년 동안 이루어 온 한․미 동맹의 조정은 단순한 참여정부의 의지만을 반영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안보환경
의 변화와 한․미 양국의 대내적 여건을 감안한 ‘시대정신’의 요구였습니다. 한․미 양
자적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혁신 추구에 따른 동맹조정 요구, 그리
고 우리의 국가역량 신장에 따른 역할 증대 의사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1. 참여정부 출범과 동맹조정의 시작
‘참여정부’는 취임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
습니다.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되어 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따라 한․미 동맹 역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진화의 과정에 돌
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화해․협력이 가속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
정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에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을 목적
으로 하는 동맹은 그 존재 의의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가 50여 년 간의 오랜 안보협력관계를 미래에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
로운 대의(大義)와 목표에 바탕을 둔 동맹의 틀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탈냉전의 국제질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양국 간에 공통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수많은 전문가들 간의 회의와 공동연구, 그리고
정부간 대화를 통해 미래의 동맹은 한반도에 국한된 군사동맹이 아니라 지역 및 세
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의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화를 향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정부 말기에 발생한 상호 오해
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인 발전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 하에서도 실질
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맹의 생명력은 갈수
록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침, 한․미 양국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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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SCM) 를 통해 한·미 동맹을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시켜 나가기 위
한 한․미 양국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협의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Talks, FOTA)를 추진하기로 합
의한 바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FOTA 협의가 한․미 동맹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단순히 군사적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
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전반적 미래 동맹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2003.2.25)]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의 주요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설정하고, 이
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
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 그리고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의 확립이라는 3박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은 이중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
및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에 입각한 기존의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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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 및 중․러․EU 등과의 공조가 매우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관
계의 재정립과 미․북/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
리의 국가 역량이 신장하였으며, 미국도 제 몫을 해내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동맹으
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단순한 수사적 표현과 평화의지 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의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오랜 동맹인 미국과 함께 미래에도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협력의 구도
를 정립해야 했으며,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통한 동맹의 생명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5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 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미래를 향한 양국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협의를 통해 더 성
숙한 동맹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참여정부의 한․미 동맹 조정은 시
작되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대통령 취임사)

2. 한․미 동맹의 발자취
한․미 관계가 최초로 형성된 것은 19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국
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신미양요를 통해 최초로 의미 있
는 조우를 시작했고, 이후 1882년 『조미 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체결
함으로써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국가위급 상황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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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 지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은 1905년 7월의 “가쓰라-태프트
밀약”(Katsura-Taft Agreement)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양
국관계는 일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2차세계대전 이후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
제를 위해 1945년 9월 2일 美 육군 제24군단(3개 사단, 7만2천명)이 한반도에 진주
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북 분단이 현실화된지 채 1년이 지나
지 않아 미국은 극동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확
정하였고, 이에 따른 1949년 6월의 주한미군 철수는 결국 한국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30만명 이상의 군사력을 파병하여 한국을 지
원하였고,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 체결되고 이어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 양국은 단
순한 양자관계를 넘어 동맹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체결된 1954년 11
월의 『한․미 합의의사록』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UN군 사령관에게 계속 귀속
시키는 대신 대규모 군사 및 경제원조 제공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1955년 이
후 상당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
법』(PL 480)에 의한 지원 자금은 당시 한국 정부지출의 2배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서 한국 경제의 회생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맥아더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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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성립 이후 냉전시기 미국의 대외 안보전략은 ‘봉쇄정책’ (Containment
Policy)의 큰 틀 안에서 시기별로 다소 편차를 두고 추진되었으며, 미국의 군사 정
책도 이 같은 안보전략 방향에 맞추어 시행되었습니다. 즉, 1950년대는 대량보복 전
략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핵무기 도입을 추진하였고, 1960년대에는 한
국군에 대한 베트남 파병 요구를 통해 동맹의 상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70년대
에 들어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입각하여 군사원조 규모를 삭감하기
시작하였으나,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 및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980년대는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밀월기로 양측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외교․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협력을 과시하였습니다. 1990년대
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ecurity Initiative: EASI)에 따른 병력의 일부
조정 시도가 있었으나 북한 핵 문제의 대두 이후에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
둔이 강조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이 탈냉전시대의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9.11 테러』의 경험을 반영하여 본토 방위와 유사시 동시 다발적 군사력
전개를 위해 해외주둔전력 및 동맹 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한․미 동맹 역시 새로운
진화의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맹 창설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하였으며, 한국 전쟁중 32만명을 최대로 하여 대체로 4만～6만명 수준
이 한반도에 주둔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 주한미군의 규모는 ① 1949
년의 완전 철수, ② 한국전쟁 이후의 대폭 감축, ③ 1971년의 부분 철수, ④ 1977～
1978년의 부분 철수, ⑤ 1990～1992년의 부분 철수 등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변화에 관계없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기여를 해 왔습니다. 50년간의 한․미동맹 역
사 속에서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쌍무 동맹과 전진배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냉전 승리와 함께 냉전후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동맹을 통해 전쟁의 억제, 군 현대화, 경제적 번영
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군사외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은 특히 우리의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
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우리의 수출주도형 경
제개발전략은 원활한 해외자본의 수급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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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관계에 입각한 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안보공약은 해외 자본의 투자신뢰도를 보장
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참여 정부 이전의 주한미군 주둔규모 변화 추이>
연도

주둔규모

1953
1954

325,000
223,000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85,500
75,000
70,000
52,000
50,000
56,000
58,000
57,000
57,000
63,000
62,000
52,000
56,000
67,000
61,000
54,000
43,000

1972
1973
1974

41,000
42,000
38,000

비고

한국전 휴전
한국전 종식에
따른 병력조정
(2개사단 철수)

연도

주둔규모

1975
1976
1977

42,000
39,000
42,000

1978
1979
1980
1981

42,000
39,000
39,000
38,000

1982
1983
1984
1985
한국군 월남파병결정 1986
1987
1988
1989
1990
닉슨 독트린 발표
1991
1992
1993～96
미7사단 중심
1997
20,000명 철수
1998
1999
2000

39,000
39,000
41,000
42,000
43,000
45,000
46,000
44,000
43,000
43,000
36,450
36,450
35,910
36,388
36,388
37,021

비고

주한미군 철수
계획 발표
3,600명 철수
주한미군 철수중지
미군 철수계획
백지화(레이건)

넌‧워너 수정안 통과

7,000명 철군

자료 : 이상훈,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한미군의 역할』(세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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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 속의 그늘
그러나 이러한 한․미 동맹의 성공 속에는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들 역시 동시에
축적되어 왔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방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노정되
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한반도 방위의 많은 부분을 의존함으로써 정
보․감시전력, 정밀타격 능력 등 현대 및 미래 전쟁에 있어서의 핵심전력을 자체적으
로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작전기획․수행 능력과 고유한 군사교리․전략 발전 역시 지연되어 왔습니다. 한국군
의 전력발전 소요가 한․미 연합 위주로 판단되다 보니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에도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보를 다른 국가에게 의존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이 희박해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라는 인상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 10위권
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새로운 안보 위협과 도
전에 대처하는 데 여념이 없는 미국과의 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은 결코 임시방편적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보다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했
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
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발전해가야 합니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연설 200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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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동맹의 필요성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가시화되고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
북아,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환경 변화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
들 역시 새로운 동맹관계를 통해서만이 안정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세계전략의 변화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힘의 우세’에 의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구축과 이를 위한 군사력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본토방위와 해외주둔 미군의 융통성
있는 활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협력관계에서 동맹 및 파트너의 역할 확대를 보다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늘이는 한
편,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작전에 대한 기여를 확장해야 하는 소요에 직면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전략의 귀결로서 해외주둔 군사력의 합리적 재편 및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분쟁지역으로의 신속한 군사력 전개에
저해되는 대규모 미군의 상시 주둔을 지양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일 목적만을 위해
주둔하는 해외미군의 효용성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통합된 전세계적 주둔
및 기지조정 전략』(Integrated Global Presence and Base Strategy, IGPBS) 등 해외
주둔 미군 재편을 위한 제반 계획들은 모두 미군 전력의 표준화와 해외미군 자산의
통합운영, 그리고 고도의 신속기동화를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결국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보장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미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변화할 한․미 공통의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새로
운 동맹의 틀과 그 틀 안에서의 역할조정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
1990년대의 탈냉전 시대 개막 이후 미국이 세계적인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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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탈냉전시대에 들어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강대국 간의 관계는
많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정치․경제․군사 대국들
중 4개 국가가 모여 있는 동북아의 경우 이러한 불안정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동북아 및 아․태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 입지
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조 동기가 현재
에 비해 더욱 확장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미래의 동북아 질서가 절대적인 평화를 달
성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낭만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역내 영향력 확장 의지가 군비경쟁의 양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스웨덴의 스
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07년의 연감을 통해 중국이 고도성장 추세를 바
탕으로 엄청난 국방비 증액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미 2006년 기준 495억 달러의 군
사비를 지출하여 일본의 437억 달러를 58억 달러 추월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군비증강 추세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7년
판『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계하면서, 이에 상응
하는 능력의 확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 미
국으로부터 최첨단 전투기인 F-22 랩터 전투기의 대량구매를 시도하는 등 자체의
군사력 증강에 중국 이상의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국가 건설과 강대국의 지위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하고 실리추구 위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발전이 현재의 추
세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미국에 비견될 수 있는 첨단의 군사
력 발전에 재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 내에서 주요한 행위자로서 재
부상하고자 할 것입니다.
경제적 상호이익을 비롯한 각종 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 국가들 간의 대규모 군사
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결과는 현재
보다 더욱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이익이 확대된다는 것은 협력의 가
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갈등과 경쟁의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당사국 간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한 군사적 충돌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 혹은 영유권 확보를 위

- 9 -

해 역내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미래에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시대에 미래의 안보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되, 협력과 공존을 촉진하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의 변화
지난 50여 년 간 한․미 동맹은 일관되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방어한다는
목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
반한 것으로, 2000년 이전까지 북한은 한․미 양국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의 ‘적’이었
습니다. 1990년대의 탈냉전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동맹관계가 큰 변함 없이 지
속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바로 북한에 대한 공통의 위협인식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한 간 화해․협력 분위기는 이러한 흐름을 크게 바
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인 위협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포용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적대시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는 시각차가 나타나기 시작
했던 것입니다. 동맹의 출발점이 공통의 위협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만큼, 양
국 간 위협인식의 차이는 동맹의 결속을 훼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각차는 어떤 방
법으로든 극복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적 노력
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 인식은 상당부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변화의 당위성, 기회와 도전
이와 같이,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미 동맹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요
구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변화는 양국의 개별적 이익과 필요성에 의
해서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선택이었던 것입
니다. 물론, 지난 5년간 진행된 변화가 없이도 한․미 양국은 결속과 공조의 관계를
당분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편안함에 대한 안주는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50여 년 간 유지된 소중한 동맹관계의 본질 자체를 퇴
색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체제는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생명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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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지난 5년간 이루어진 한․미 동맹의 변화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조정과는 다
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맹을 향한 조정과정을 거쳐 한․미 양국은 단
순히 주한미군 주둔 위치나 규모의 조정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동맹으
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조정은
새로운 발전을 향한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미국과 협조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의 입장에서 미국은 50여 년 동안 검증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며, 이러한
가치는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 역시 동북아 및 아․태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과 세계적인 차원의 위협을 고려할 때 신뢰할 만한 협력자를 더욱 확대해 나
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래 안보환경 하에서도 양국은 동맹이라는 기제를 통해
결속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조정과정에는 미래
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시기를 놓치
지 않고 그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참여정
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동맹조정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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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미간의 다양한 대화, 풍성한 합의
한․미 동맹의 조정과정의 초반을 이끈 것은 양국 국방당국 간의 FOTA(미래 한미동
맹 정책구상,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협의였지만, 참여정부
기간 중의 한․미 동맹 조정채널은 단순히 국방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 때보다도 다양하고 다각적인 한․미 정부 간 대화가 동맹의 조정 과정
을 뒷받침하였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수많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1. 한․미 정상회담
참여정부 5년 동안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전부 8번에 달합니다. 1년에 1.5 번
이상 꼴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주요 현안들에 대
해 솔직하고도 진지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은 동맹조정 만을 주요 의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합의되었으며, 이는 한․미 국방 및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더욱 원활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동맹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방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잡
아 나갔습니다. 2003년 한․미 간 동맹조정 작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2사단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동이 논의되자, 국내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대
한 안보공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2사단을 포함하여 “주한
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한반도/동북아의 안보․경제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키
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었던 동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
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간 아․태 지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
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의 지속적
인 증가 및 성장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
의 무역․금융․투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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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 정상은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을 실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중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
도 한․미 양국 정상은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 원칙을 거듭 천명하
였으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합의대로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동맹의 변환에 대한 한국 국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시
점에서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결속과 양국 정상의 신뢰를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
었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칠레 APEC을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역시 매우 성공적이
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미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 노력하기
로 합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핵 문제를 2기 부시
행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긴밀한 협의하에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
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6자회담』 참가국 및 전세계 국민들에게 평화와 희망
의 메시지를 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동의
한다”면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문제가 긴요하며 이라크문제, 달러 문제 등 여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사활적’ 이슈(vital issue)로 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상호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했
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록
믿을 수 없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어간 사례가 많다는 점을 설
득력 있게 지적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 바 있습니
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 3차 회담을 통해 기존 2번의 만남과 10회에
가까운 전화통화 협의를 통해 구축된 정상 간 돈독한 우의와 깊은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 후 3주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
미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자신있고 설득력있게 설명하자 부시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That's right”, “Very good point”, “Absolutely”, “I'll try”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
감과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뒷받침된 결과이며 양국관계가 안정적이고도 탄탄한 궤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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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섰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5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진지하
고 격의 없는 협의를 위해 의전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실질협의에 중점을 둔 ‘실무
방문’(working visit)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한․미 정상은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필요할 때 만나 협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4차 회담 역시 이러한 인
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차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과 오찬협
의를 통해 한·미 동맹 발전방향과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경주에서 제5차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제5차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한․미 관계에 또 한번의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이 공동선언은
서문과 결어, 한․미동맹, 북핵 문제,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경제·통상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모두 5개 분야에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선언의 서문과 결어는 각각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두 정상은 한․미간 완전한 동
반자 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개 분야 합의사항과 관련, 양국은 먼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
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2006년 초 첫 번째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핵 불용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 공약을 환영하고 『9.19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밖에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자관계에 중요하
다는 점에서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APEC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
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과 관련, 양 정상은
① 핵문제 해결 시 『6자회담』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발전 추진, ② 유엔 및 여
타 국제기구 협력, ③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적 범죄 포함 국제안보문제 대처 협
력, ④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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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전환에 대한 논쟁이 한국 사
회에서 가열되고 있던 2006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
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정치적 문제가 되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간 전략적 협의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책임이 있고 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야 하며 노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이
문제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된 7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공동 표명된 바 있습니다.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제8차 한․미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5년 간의 한․미 관계를 화룡점정(畵龍點睛)하는 회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오후 2시 35분부터 언론회동을 포함하여 1시간 10분 이상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8번째 정상회담을 매우 만족스럽게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담의 의제는 한․미 동맹의 발전을 비롯한 양자 문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그리고, 『6자회담』, 한반
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정착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무엇보다 2007
년 10월로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양 정상이 서로 시의적절하며 바
람직할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
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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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기간 중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
시기

장소

동맹조정 관련 주요 합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 발전
미국 워싱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양국군 현대화

비고

제1차
회담

03. 5. 15

제2차
회담

03. 10. 20.

태국 방콕

․미래동맹 원칙 재확인
․주한미군 재배치 원칙 재확인

APEC 정상회의 계기

제3차
회담

04. 11. 20

칠레
산티아고

․포괄적/역동적/ 호혜적 동맹발전
재확인

APEC 정상회의 계기

제4차
회담

05. 6. 11

미국 워싱턴

․미래 동맹 원칙 재확인
․전략적 유연성

양자 회담

양자 회담

양자 회담

제5차
회담

05. 11. 17

한국 경주

․미래 동맹 원칙 재확인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선언”채택

제6차
회담

06. 9. 14

미국 워싱턴

․미래 동맹 원칙 재확인
․전작권 전환 문제 원만한 협력

양자 회담

제7차
회담

06. 11. 18

베트남
하노이

․ 미래 동맹 원칙 재확인

APEC 정상회의 계기

제8차
회담

07. 9. 7

호주 시드니

․‘자이툰’ 부대
임무에 대한 감사

APEC 정상회의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 4년 반동안 한․미 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
혜적 동반자관계”로 성공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군
사안보분야에서는 이미 더 이상 논의할 의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현안이 제대
로 합의·이행되고 있다는 데 평가를 같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FTA의 순조로운 비준과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가입을 위한 의지를 재
확인하였으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
심을 갖고 챙겨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비자문제는 당연히 해
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 정상은 이라크,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의 협력을 평가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우리 자이툰 부대가 임무를 매우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수행하
여 평판이 높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
시대통령이 우리군의 능력을 평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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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까지 임무를 종결할 것을 결의한 바, 앞으로 국회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갈 것이라며, 중동의 평
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
면서 우리가 아프간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 등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제8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협의
를 했던 의제였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6자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2.13합의』에 따라 각 측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노대통령과 한국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
담』의 성과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 전략적 결단
에 힘입은 바 크며, 앞으로도 부시대통령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정
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되었을 뿐 만 아니라 2006
년 11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의 목적은 한국전쟁
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였
습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도 북한이 이미 이행하고 있고 또 이행하
게 될 『6자회담』 과정이 중요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
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10월 2일~4일로 예정된 평양 개최 남북 정상회담
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
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며,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 이외에도 한․미 정상은 제8차 정상회담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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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국제연대, 환경, 재난 구조,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
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지속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기간 중의 8차례 한․미 정상회담은 해결해야할 안보 현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쌓여진 양국 정상의 신뢰와 우의는
한․미 동맹조정의 협력적 분위기를 더욱 강화해 주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문제 관련하여) 우리 둘이 ‘친구’사이니까
제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2007년 9월 7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발언)

2.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한․미 전략대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1968년 워싱턴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례적으
로 개최되어 온 양국 간의 국방장관급 협의체로, 역시 동맹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한․미 동맹 조정관련 협의가 양
국 국방수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되었으며, 차기 연도의 동맹조정 중점들이 발
표되었기 때문입니다.

[’0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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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3년 11월 17일의 제35차 SCM 공동성명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
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00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
아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사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동맹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맹 조정의 첫 걸음을 내딛은 한․미 동맹의 미래가 밝고 힘찬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
된 제37차 SCM에서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장관이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한․미간 전시 작전
통제권 협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논란의 여진이 남아 있던 시기인 2006년 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SCM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포함하는 지
휘관계 로드맵의 합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미 전략대화｣는 동맹 조정 과정에서 출범한 양국 고위 당국자(장관 및 차관
급) 간의 연례 대화채널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전략대
화』를 통해 한․미는 양국 국방장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의 고위관료 사
이에서도 정례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포괄적 관
계에 걸맞은 협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즉,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국
방 분야와 외교 분야 협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1차 한․미 전략대화,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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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6년 1월 19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당시 한․미간의 주요 현
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의 입장을 ‘존중’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양 장관은 지역 및 범세
계 문제 협력을 향한 한․미 동맹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공동성명을 발표
하였습니다.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2006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제1차 차관
급 전략대화가, 2007년 10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차관급 전략대화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3.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정상회담과 SCM(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그리고
전략대화가 한․미 동맹조정 과정을 정치․외교적으로 지원해 준 최고위급의 채널이었
다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회의 및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ROK-U.S.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는 동맹 조정의 각종 현안들을 직접적인 의제로 다룬 협의체였습니
다. 한․미 국방당국의 차관보급 관료들을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 및 국방관료들이 참
여한 이 두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미래 동맹과 관련된 수많은 의미 있는 합의들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국방당국은 2002년 12월의 제34차 SCM을 통해 미래
한․미 동맹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협의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3년
부터 FOTA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미간 미래 동맹에 대한 협의가 합의된 시기
인 2002년은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한 시기였습니다. 2002년 초 솔트레이크 동계올
림픽 쇼트트랙 사건을 통해 고조되기 시작한 한국 내의 부정적 대미 정서는 같은
해 4월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고, 한․미간 FOTA 회의
개최가 합의된 2002년 12월에는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내의
부정적 반미 정서가 FOTA 회의 개최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연관이 있
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미래 동맹의 모습을 공동으로 그려보기 위한 한․미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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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왔고, 2000년 이후 이와 유사한 목적의 협의
가 지속되어 온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FOTA 한·미 대표단]

그러나, 의제와 협의 수준이 이전의 한․미간 협의와는 판이한 양상을 띠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FOTA 협의는 한․미 양국이 각기 혹은 공동으로 당면한 대내외적 환
경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동맹과 관련된 그 이전의 양국 간 협의는 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 전망과 이 속에서 한․미가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이익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확인해 보는 수준에 그쳤고, 미래에
한․미가 지향해 나가야 할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
문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동맹조정을 위한 협의는 FOTA가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2003년 2월 말의 예비회의를 시작으로 2003년과 2004년 2년에 걸쳐 총 12회가 개
최된 FOTA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변화해 가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FOTA 협
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발전, 군사임
무 전환, 한ㆍ미 지휘관계 연구 등 동맹의 의제와 관련된 주요 의제들에 대한 귀중
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FOTA 협의기간 중 별도의 소그룹 협의(한․미
양국 외교/국방 관료들 각 3인이 참석)를 통해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에 대한 협의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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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명의 주한미군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된 계획
에 따라 감축이 이행되면 주한미군의 주둔병력 규모는 2003년 37,500여 명에서 2008
년 말에는 약 25,000여 명이 될 것입니다. 이 감축계획에 따라 주한 미 제2사단 소속
2여단이 2004년 8월 한국을 떠나 이라크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FOTA는 동맹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최초로 운영
한 정부 간의 정규 협의채널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배가된다고 할 수 있습
니다. FOTA가 개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미 간에는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나 국
방당국 간의 비공식 협의는 있었지만 동맹의 민감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협
의 채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FOTA는 다양한 동맹조정 현안들을
놓고 양국 국방․외교 당국이 양방향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에 진일보를 내딛은 존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PI 회의 장면]

FOTA를 통해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한․미 양국은 동맹조정
과정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OTA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맹의 주요 현안들을 계속 논의하기 위
해 SPI 협의가 2005년부터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FOTA와 마찬가지로 양국 국방당
국의 차관보급 대표를 단장으로 국방․외교 관료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SPI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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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총 15차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SPI에서는 미래 동맹 비전 연구, 한반도
/동북아 의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CSA), 용
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후속조치 사항 점검, 군사임무 전환/연합군사능
력 발전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시행내용 점검, 주한미군 반환 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SPI를 통해 이루어진 한․미 간 합의 중 무엇보다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한 합의일 것입니다.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SPI에서 우리 측은 전작권 문제를 포함한 미래 지휘관계 전환을 협의 의제화
할 것을 미국 측에 제의하였고, 제37차 SCM을 기점으로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SPI를
통한 1년 반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침내 2007년 2월 24일(워싱턴 현지 시각)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시기(2012년 4월 17일)를 확
정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4. 한미외교라인 간의 협조
한․미 동맹 조정은 양국 국방당국 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
다. 한․미 외교당국 역시 동맹 조정과 관련된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국방당국을 지원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외교라인을 통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맹 조정을 위한
양대 회의였던 FOTA와 SPI에서 한․미 외교 관료들은 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
하여 각종 현안에 있어 군사적 고려와 외교적 판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과 같이 고도의 정치․외교적 민감성을 지니는 사안에 대해서
는 양국 외교채널 간의 긴밀한 협의채널이 별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
자들은 2005년에서 2006년 초반에 이르는 동안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해 수차례의 열
띤 토론과 협의를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1월의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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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변화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모습들
FOTA와 SPI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실행되어 나가면서 한․미 동맹은 이미 과거와
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향
한 진화인 동시에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 더 없이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명실상부한 ‘한반도 방위의 한국 주도’ 를
향한 걸음
한․미 양국은 2002년 12월의 제34차 SCM에서 기존에 주한미군이 수행해 온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
된 FOTA 협의를 통해 한반도 방위와 관련된 10개의 주요 군사 임무, 즉 『10대 군
사임무』를 단계적으로 한국군에 전환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 가운데 주야간탐색구조 임무를 제외
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후방지역 제독작전임무, 신속지뢰 설치, 공지사격장
관리, 대화력전수행본부 임무, 주보급로 통제임무, 해상 대 특작부대 작전임무, 근접
항공지원 통제임무, 기상예보 임무 등이 이미 한국군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야간탐색구조 임무는 2008년 말까지 한국군
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10대 군사임무에 대한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2005
년의 제37차 SCM(2005년 10월)에서는 추가적인 군사임무전환 원칙이 합의되었으
며, SPI를 통해 한․미 양국은 구체적 전환 대상 임무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8
차 SCM에서 양국이 지휘관계 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 임무 전환 문제
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미 간 합의가 이루
어진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은 한국군의 능력 증대에 따른 임무 확대와 아울러 한국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2005년 국방부
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한국군을 미래정예
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곧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정립
시켜 나가는 일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방개혁 계획에서는 2010년(1단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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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북 전쟁억제능력의 확충을, 2015년(2단계)까지 대북 전쟁억제능력의 확보를,
2020년(3단계)까지 불특정 위협에 대한 방위 충분성 전력의 확보를 목표로 우리의
군사 능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한 우리의 역할과 자신감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전환되면 한국군은 명
실상부하게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국방개혁 2020 추진 단계>

2.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의 국가 위신과 전략적
위상의 동시 제고
2003년 4월 제1차 FOTA 회의가 시작되면서 미국 측은 향후 한반도에 산재한 주
한미군 기지를 장기적으로 평택 중심의 중부핵심권역(허브)과 대구․부산 중심의 남
부 핵심권역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기지 재편 및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
습니다. 한․미 간에는 1990년대부터 해결되지 못했던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숙원 사
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의 주한미

- 25 -

군 기지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훈련장을 한․미 간에 공동이용하기로 한 『연합토지
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이 2002년에 우리 국회에서 이미 비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재편은 한국으로서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부여해
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2003년 5월 제1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용산기지 조기 이전 및 2
사단 재배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체계 재편을 위한 협
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4년 10월 26일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제
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한․미 동맹체제 하에서 용산기지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표상하는 존재였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 한 복판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상처인 동시에 아픈
역사의 반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각
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는 용산기지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노태우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한국 정부는 이를 미국에 공식 요구하였습니다. 미국
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우리 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도심
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6월 용산기지에 대한 이전합의서가 한․미 간에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용산 골프장 등이 우리 측에 반환되었습
니다. 그러나 이전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1993년 6
월 이후 2000년대까지 용산기지 이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에 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 문제가 대두되자 기지이전 문제가
재검토되기 시작했고, 이에 한․미 양국은 2002년 3월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이전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FOTA 협
의가 시작되면서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전반적인 주한미군 기지재편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주요 대화창구로는 앞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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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A가 활용되었습니다.
2003년 5월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
고, 이에 따라 FOTA를 통해 2008년 말까지 유엔사와 한․미 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
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한․미 간에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의
합의서를 대체하면서 한․미간 의무 및 부담의 형평성이 강화된 새로운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9일에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이 협
정에 따라 우리 측은 미군에 대해 평택지역에 이전용 부지 52만평을 제공할 것입니
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한․미 간에는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치유절차가 이행될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시점은 당초 2008년 12월 31일까지
로 설정되었으나, 평택 지역에서의 부지확보와 건설계획 조정 등을 감안하여 융통
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오랜 국민적 숙원을 달성하고, 서울 도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며, 미군 기지의 장기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의가 크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 등 어려
운 주둔여건에서 벗어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한․미의 공동 방위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부분 합의서 도표, 2004 국방백서>
구 분

´90년 합의서(MOA/MOU)

신 합의서(IA/UA)
∙조약(UA) 및 SOFA 문서(IA)
∙국회 비준 동의(UA에 재정부담
관련내용 포함)

국내법적
위헌소지

∙SOFA 합동위원회 문서
∙국회 비준등의 절차 없었음

문제조항

∙복지‧편의 시설 영업손실 보상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에 ∙한측 책임 없음을 명시
대한 한측 책임부담 명시

이전비용
통제장치

∙이전비용 관련 통제장치 부재

현금 및 현물 ∙시설관련 모든 경비 부담‧이사
비용은 현금으로 제공
제공 관련

∙비용소요 검증후 지불(‘백지
위임식 비용부담’ 논란 해소)
∙모든 시설 및 이사비용의 현물
제공을 명시

환경조항,
지자체와의 ∙조항 미비
협력 조항

∙환경공동조사/치유절차 이행,
이전계획과 지역발전간 상호
보완을 위한 협조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합의서 미적용(지속 잔류)
이전 관련

∙외교부간 협의에 의거, 용산기지
이전과 동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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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단 재배치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미 2사단은 주로 경기 북부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부대 운용 개념이 변화되
고, 한국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국토의 균형된 발전이 요구됨으로써 미2사
단의 통ㆍ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2003년 FOTA 1차 회의부터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이 한․미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2003년 5월 제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 2사단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ㆍ경제ㆍ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원
칙이 합의되었습니다.
2사단 재배치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2006년까지 한강 이
북의 군소 기지들이 동두천ㆍ의정부 지역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 작업은 현재 완
료되었습니다. 2단계에는 한강 이북의 미군 주요부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
로 이전 시기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추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결정될 것입니다. 1단계 재배치 사업과 병행하여 2단계 재배치를 위한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
은 미 2사단의 1ㆍ2단계 재배치를 통합한 LPP 개정협정을 추진․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2단계 재배치가 완료되면 주한
미군 기지는 2개의 핵심권역(중부, 남부)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
한미군의 부대운용 효율성 증대는 물론,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 해
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변화, 2004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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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P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반환
주한미군 기지 재편 및 재배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첫째는 용
산기지 이전에 따른 서울지역 미군부대의 이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 보병 2사단
의 재배치 계획이며, 마지막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 계획
에 따른 미군 기지의 축소 조정에 따른 기지 재편 및 재배치입니다. 이중 LPP는 우
리에게는 가장 많은 토지를 반환받게 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LPP 협정을 통해 반환받게 되는 토지는 5,000만평이 훨씬 넘습니다.
원래 LPP 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화와 개발 수요 증가, 미국의 해
외주둔기지 조정정책 등 한․미 양국 간의 기지체계 재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
한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원래 LPP 계획은 FOTA 회의 이전부터 한․미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2003년 이후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 문제가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계획이 일부 수정된 바 있으며, 2011년을 전후하여 주한미군 기지 조정이 종결
될 것입니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된 LPP 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주한미군 기지는
52개 기지에서 16개 기지로 축소 조정되어 총 36개 기지가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
입니다. 또한, 미군 훈련장 역시 기존의 4,966만평에서 1,017만평으로 축소됨으로써
3,949만평이 감소될 것입니다. 즉, 15개 지역에 52개 훈련장이 유지되던 데 비해
2011년 LPP 협정에 따른 조정이 완결되면 주한미군 훈련장은 8개 지역 17개 훈련장
으로 줄어듭니다.
<LPP 협정에 따른 토지 반환 전망>
현공여

환수

신규공여

계속유지

7,320만평

5,167만평

362만평

2,515만평

평택에서의 기지조성
평택은 당초 용산기지 이전이 추진되던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이전의 최적 지역
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
역으로, 한강 이남이라고는 하지만 유사시 한․미의 공동작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평택 지역은 기존의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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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최소화 및 공동시설 이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소요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평택지역에서의 새로운 기지조성을 위해 한․미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협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기지조성을 위한 『기술양해각서』
(E-MOU)가 한․미 양측 대표로 구성된 SOFA 합동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어 2005년 12월에는 평택지역의 부지(349만평) 매입이 완료되었고, 2006년 5월에는
이전부지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MP) 작성이 ’07.3월 완료되었으며, ’07.6월에는 종합사
업관리업체(PMC)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평택지역에서의 종합적 기지조성은 2012
년까지 완결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본격 추진한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대화’와 ‘절차준수’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우선, 평택지역에서의 기지조성 작업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
습니다. 정부가 FOTA 협정 개시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지수용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2005년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지만, 수 십 년 간 지켜온 고
향을 포기하기 힘든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
니다. 또한, 미군 기지의 확대조성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
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택주민들의 불편
이나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조성하고 면적 500
㎡ 이상의 공장 신ㆍ증설과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종합적 평택 지
원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을 2004년 10월 의결했고, 이후 국회 등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이 2007년 7월 시
행되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평택개발계획을 위한 18조 8천억 원의 예산지원
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평택지역 지원 계획에 신뢰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
었습니다. 2006년의 부지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격렬한 반
발이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을 차분히 설득해 나
갔으며, 마침내 2007년 2월에는 당시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주민 51가구가 이주에
합의함으로써 평택지역에서의 기지조성 작업이 본격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주를 가능토록 한 법적 뒷받침 및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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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식하여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요한 결단을 해
준 평택주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택지역에서의 기지조성이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평택지역에 새로운 미래형 기지가 탄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에 보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 평택시민들은 새로운 군부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고 용산기지
이전에 협력해 주신 평택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정부는 이 변화가 앞으로 평택시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 8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축사중)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 공통이익의 확대
이와 같이, 주한미군 기지 재편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를 통해 우리는 민족적 자존심의 제고라는 명분과 함께 광할한 반환부지를 우리 이
익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실리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
환기지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
택기지 건설과정에 있어서도 건설자재의 국산화율을 최대한 높여 한측 부담금을 낮
출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산자재의 활용을
통해 국내산업도 동반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은 방폭창(폭발에 견디
는 특수 유리창)을 포함 총 50여개 자재를 신규 개발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수출시
장 개척 등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함
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까
다로운 미군의 건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서의 기지조정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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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둔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내 미군기지의 존재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감소․소멸
이후에도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게 만드는 심리
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넓은 기지의 한국내 존재는 한반
도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지원과 대한 안보공약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
국군의 한반도 방위 전담과 주요 기지제공에 상응하여 동맹내에서 우리의 자율성은
확장될 것이고, 한국내 미군기지의 존재는 정치․경제․군사 모든 분야에서의 포괄적
동맹관계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3. 변화하는 주한미군: ‘규모’보다는 ‘능력’ 위주로
한․미 동맹 조정 기간 중 FOTA와 SPI를 통해 주한미군 규모의 조정 문제가 다루
어졌습니다. 2004년 6월 미국은 2005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을 희망하는
기본구상을 우리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조기 감축으
로 인한 대북 억제력 및 한․미 동맹 관계의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
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가지는 상징성, 한ㆍ미 연합방위태세, 한국군의 전
력증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시기 및 규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
국측과 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전개된 한․미 간 협상에서는 대북억제 긴요전력 감축의 최소화, 이미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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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임무전환 일정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 미2사단 1ㆍ2단계 재배치 계획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연계하여 감
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협의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조
정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의 한․미 관계
에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위치조정은 한․미간 협의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일방적
‘통보’와 우리측 ‘양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주한미군
규모 조정 협상은 말 그대로 한․미 관계가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시대로 진입함을 의
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2008년 간 주한미군 단계별 감축 현황>
단계

연 도

감축인원

주둔인원

1단계

2004

5,000명

32,500명

2단계

2005～2006

5,000명

27,500명

3단계

2007～2008

2,500명

25,000명

2004년 6월 이후 약 4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쳐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최초
계획보다 3년 연장시켜 2008년까지 3단계로 감축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2004년 말까지 미2사단 2여단 전투단과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를 포
함하여 5,000명을 감축하였고, 이어서 2005∼2006년에는 5,000명을, 2007∼2008년에는
2,5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자산 감축 면에서도 융통성을 갖기 위해
최초 미측이 계획하였던 다연장 로켓(MLRS)과 대포병레이다 등 대화력전 자산은 잔
류시키고, 전차ㆍ장갑차 등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사전 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미국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규모 조정 협상을 통해 미군의 숫자가 감축된 것과 관련, 국내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최근 군사 선진국들의 일반적 추세라 할 수 있는 ‘국방
변환’(defense transformation)을 고려하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축소라기보다는
강화의 성격을 지닙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군사력의 질적 현대화를 통해 미국은
보다 적은 규모의 전력으로 더 큰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는 이미 이라크 전쟁 등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조정의 핵
심 사항중 하나로 ‘규모가 아닌 능력’(focus on capabilities, not numbers)을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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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성공적 합의는 대체 전력을 구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함
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는 현실적 효과를 달성하였습니
다. 뿐만 아니라, 한ㆍ미 양국이 동맹의 정신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하는 합의 과정을 거쳐 상호 만족할 만한 협의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에서 또 다른 값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규모 변화 추이>

4.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지휘관계의 조정: 한국 주도-미국 지
원의 공동방위체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전환은 참여정부 출범이
래 진행되었던 동맹조정 작업중 용산기지 이전 등과 함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합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한
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운명의
주역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를 계기로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 향후 남북 군사관계의 관리에 있어
서도 보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2005년 9월의 제4차 SPI 회의에서
우리 측이 미래 지휘관계 협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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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이미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말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위한 여
건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을 추진하기로 한 데에는 무엇보다 그동안 신장되어 온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에 걸
맞은 대내외적 위상과 국가적 자존심을 고양하는 것이 안보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군은 6.25 전쟁을 거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중)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우리 국방의 자체 방위력 확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
울여 왔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0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본격
적으로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5년 10월의 제 37차 SCM 공
동성명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에 양국 국방장
관이 의견을 같이 하였고, 같은 해 12월 6일 제5차 SPI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공
동으로 지휘관계 로드맵을 작성해 2006년 SCM에 보고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
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의 제10차 SPI까지 총 5차례의 후속 협의가 이어졌고, 한․
미 양국은 10월의 제38차 SCM에서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에 이르는 기간중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
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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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의 구체적 전환 시점이 결정된 것은 2007년 2월 24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었습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
방장관이 참석한 이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 연합사를
폐지하는 동시에 한․미 간 주도-지원의 새로운 지휘관계로의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
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2007년 7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
을 도출하고 그 직후부터 원활한 이행을 향해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
습니다.

[2007년 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2007년 2월 15일 전시 작전통
제권 한국군 전환을 위한 이행실무단을 출범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전환계획의 준비
에 착수하였습니다. 2007년 6월 28일에는 김관진 한국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
군사령관이 한․미 양국을 대표하여 『한․미 지휘관계 이행계획서』에 서명하였습니
다. 이 이행계획서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09년까지 (미래 지휘관계에 입각한) ‘초기
작전능력’(Initial Operation Capabilities: IOC)을 구비하기 위해 양국 군 간 군사협
조체계를 구축하고 새 작전계획을 완성하며, 한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작전
조직을 확대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군사협조체계 구축 방안과 관
련,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 간 협의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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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이하 MC)를 보좌하고 군사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MC 산하에 『동
맹군사협조본부(Alliance Military Coordination Center, 이하 AMCC)』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한․미간 이행계획서가 합의됨에 따라 한․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지
휘관계 전환을 위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2007년 6월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간의 이행계획서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오해와 진실
한․미 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협의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내 일부에서는 이것
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마치 참여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
제권의 한국군 전환은 이미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시 미국의 책임론
과 반미운동 확산으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대두되자 ‘민족자존’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과 함께 작통권 전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989년에는 미국 의회 역시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는
『넌-워너 수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넌-워너 수정안』의 핵심은 자
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자국 군대가 국방을 담당하도록 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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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방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이행차원에서 미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을 발표하게 됩니다. EASI의 핵심내용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
미군 3단계 감축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각, 그리고 상호 논의과정을 통해 전·평시 작통권 환
수문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1991년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평
시 작전 통제권은 1993～1995년 기간 중 전환하고 전시 작통권은 1996년 이후 전환
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시 작통권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
1994년 한국군에 환수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최세창 당시 국방장관은 “평시 작통
권 전환에 대비, 한국군은 합참을 개편 보강하는 등 모든 준비를 갖춰왔으며 앞으로
한국군은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은 오래 전부터 미완으로 남아 있었던
동맹조정의 핵심 의제를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한국군의
능력 신장, 발전하는 한․미 관계, 국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두 번째의 오해는 미국이 이를 원치 않는데도 불
구하고 참여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역시 2000년대에 들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세
계전략에 기인한 것입니다.
셋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군의 능력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기에는 어림도 없으며, 전환시기인 2012년까지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전쟁
억제력의 핵심은 한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지휘능력 확보와 실시간 감
시·정찰(ISR)-지휘통제(C4)-정밀타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해 수립된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을 계
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2012년경에 한국군은 군구조 개편과 지휘통제·통신 자동화
등을 통해 전구작전지휘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합참의 조직개편과 기능 보
강을 통해 군사전략 수립과 작전계획 작성 등의 전략기획·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종
심작전과 장차작전 수행기능 등을 보강하는 등 합동전구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면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
전방군단과 기동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작전사령부와 전구 후방지역작전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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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북부사와 해군 기동전단을 창설해 각군의
제대별 지휘체계를 정비한다는 복안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올바른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첨단기술
및 능력, 한국 지휘관들의 탁월한 우수성과 전문성, 한국군 장병들의 애국심과
용기 그리고 한국민들의 보다 자주적인 안보에 대한 갈망에 따라 공고하고
지속적인 동맹의 틀에 기초한 결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접근방식을 전적
으로 지원합니다.
(2007년 7월 2일 버웰 벨 한․미 연합사령관 관훈클럽 연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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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지휘통제·통신 능력 면에선 전략제대의 합동지휘통제 체계인 KJCCS
(Korean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합동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며 ① 군단급
지상전술 C4I(정보감시지휘통제), ② 함대사급 해군전술 C4I, ③공작사 예하 작전부대
전술 C4I를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군 위성통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지형과 기상에
제한 없는 통신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체계는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
체계인 CENTRIX-K(Combined Enterprise Rigional Information Exchange - Korea: 범세
계연합정보교환체계)와 연동이 가능하게 돼 한미 공동의 협조된 작전이 보장됩니다.
한국군은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항공기에 탑재해 영상과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을 확보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
자적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
함, 214급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필수 전력을 확충할 것입니다.
넷째,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요청으로 한․미동맹이 흔들
리고 있다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상황 변화
를 고려한 ‘미래 한미동맹 비전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 2006년 제38차 SCM에 보
고한 바 있습니다. ‘미래 한미동맹 비전 연구’의 핵심 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를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
가자는 것입니다. 동맹의 전반적인 틀이 바뀌는 현 상황 하에서 지휘관계 만 과거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동맹의 생명력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동맹구조의 모습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고 지속적인 전쟁 억제와 방위 그리고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한·미가 공동연구
를 통하여 발전시킨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의 핵
심은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공동방위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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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맹구조>

흔히 주도-지원의 지휘관계를 연상하면서 지원하는 미측은 단순히 화력이나 물자
를 지원하는 등의 소극적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 이해하
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합참은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한반도 전
쟁을 책임지는 주도 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전구사령부 또는
전구작전사령부(Theater Warfighting Command)라고 불릴 것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현재의 행정사령부에서 앞으로는) 전구급의 전투사령부로 개
편됨에 따라 한반도에는 두 개의 독립된 그러나 상호협조적인 사령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전투사령부로서 다양한 전투행위를 통해 주도 사령부
의 작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도-지원의 지휘관계는 매우 탄력적이며 효율적
이고 강력한 관계로서 미국의 경우 자국군 내에서도 각 통합군사령부간 또는 전구
급 구성군사령부간에는 작전통제가 아닌 주도-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주도-지원 관계의 큰 장점은 자국의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강점을 필
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동맹군사구조하에서 한·미는 全단계, 全제대, 全기능을 망라한 긴밀
하고도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全단계라 함은 정전시(평시), 위
기시, 전시 전 기간을 의미하고, 全제대는 전략제대로부터 작전, 전술제대까지를, 全
기능은 정보, 작전, 군수 등 제 전장기능을 의미합니다. 우선 전략적 수준에서는
SCM/MCM 등 현재와 같은 전략대화 및 의사결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
다. 오히려 MC의 보좌기능을 갖춘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추가로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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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수준의 협조는 물론 동맹관리를 위한 작전적 요소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긴밀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구작전수준에서는 공동정보센터 등 다양한 기능별 협조기구를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정보센터는 전·평시 한·미 정보 감시자산을 통
합 운용하여 한반도 전지역에 대해 24시간 징후 경보를 제공하고 정보 수집·분석·처
리·전파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한·미 공동으로 편성하여 운용하
게 됩니다. 미군의 전세계적 최첨단 정보능력은 대북 억지력의 핵심요소입니다.
아울러 한국 작전사와 미 구성군사간에는 전투참모단, 협조반 등의 협조기구들을
통하여 노력이 통합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는 통합항
공우주작전센터(Integrated Air & Space Operation Center, IAOC)를 설치하여 한·
미 공중전력을 통합운용하게 되는데 IAOC는 한국군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공군
이 주도하되 한국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게 됩니다. IAOC를 통해 미국의 최첨단 항
공우주전력을 포함, 한·미 항공우주전력이 중앙집권적으로 통합 운용됨으로써 전쟁
억제 및 억제 실패시 전승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술제대
수준에서는 자국군 사령부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앞으로 발전
시킬 작전계획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지휘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증원전력의 규모는 훨씬 줄어
들고 보장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
권 전환과 이에 따른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의 구축은 미 측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과 압도적 군사력의 신속한 증원이라는 기본원칙과 큰 합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는 공동정
보센터를 통해 정보자산(ISR)을 통합운영하고,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 종심
타격전력(PGM, 스텔스기 등)이 통합되며 C4I체계 연동을 통해 한·미간 정보공유와
실시간 지휘결심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수
행 개념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 전력의 점진적 확보, 미래 전장에서 싸우는 방법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미
증원전력의 구성이나 규모면에서 부분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억제 실패시 전승 보장을 위한 압도적인 군사력(Overwhelming Military
Power)이 운용될 것이란 점과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 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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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발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체제의 변화는 결코 전쟁억제력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는 미래의 동맹환경과 전장환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구조로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
는 한·미 군사 당국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간의 준비기
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인 체제로 구체화 해나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군사구조를 갖추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
라 할 것입니다.

5. 지속되는 협력의 역사: 해외파병과 북한 핵문제
한․미간 동맹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양국은 각종 안보현안에 대해 긴
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또 강화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2002년 10월 북한 핵 문제가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요한 안보현안으로 부상되
기 시작하면서 참여정부 초반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자칫 한반도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을 기점으로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기점이 마련되었고, 지루하지만 인내심을 가진 협
의 끝에 2005년 7월～9월간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
본원칙이 담긴 『9.19 공동성명』이 합의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은 중대한 전기
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재개된 제5차 『6자회담』에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내 북한 계좌를 미국이 동결함으로써 또 한차례 파국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
후 1년여에 걸친 대화 공백기 동안 북한의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이 이루어짐으로
써 한반도 안보는 또 한번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
년 11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한 이후 한․미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
인 노력에 힘입어 2007년 2월 『2.13 합의』가 탄생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는 또 한
번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BDA 동결계
좌 문제가 처리되고, 북한이 이에 화답하여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 작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의
제6차 2단계 『6자회담』의 합의대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이 기존 핵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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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료할 경우 비핵화 속도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비확산을 최대의 목표로 내건 미국의 정책과 한반
도에서의 평화유지와 전쟁억제를 가장 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처음부터 완전히 일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의 견해차가
외부로 불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오랜 동맹관계로 다져진 신뢰
와 인내를 바탕으로 미국을 꾸준히 설득했고, 마침내는 미국 역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에 전면 공감함으로써 비핵화는 이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
핵화 과정에 대한 한․미간 협의와 협조야 말로 미래의 진정한 동맹에서 솔직하고 기
탄없는 의견의 교환과 수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것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의 파병은 한․미 간의 굳은 결속과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
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동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과 알카에다 조직, 그리고 이를 지원한 배후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항구적 자
유작전(OEF)』 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10월 7일 대테러 전쟁을 개시하였습니다. 참
여정부는 『항구적 자유작전』 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4일 대미 지원계획
을 발표하고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의료지원단, 해ㆍ공군 수송지원단, 건설공병지원
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는 최초 100명으로 구성하여 2002년 2
월 27일 부터 키르기즈스탄의 마나스기지에 주둔하여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의
료지원 및 대민지원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3년 2월에 전개한 3진부터는 아프가니스
탄 바그람기지(카불 북방 40km에 위치한 미군 기지이며 CJTF-76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음)로 이전 하여 기존 임무를 계속하였습니다. 해군 수송지원단은 상륙함 1척과 승
무원 171명(延인원 823명)으로 구성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한국군 중 가장 먼
저 2001년 12월 18일 진해항을 출항하였습니다. 임무종료 시점인 2003년 9월 1일까
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美태평양사 작전구역 내에서 총 17회의 임무를 수행하여 5
천 5백여 톤의 동맹군 물자를 해상 수송하였고 특수작전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군 수송지원단은 김해 비행장을 母기지로 하여 2001년 12월 28일 승무원 76명
(延인원 446명)으로 임무를 개시한 후 임무종료 시점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총 81
회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간중 김해-싱가포르-디에고 가르시아간 정기공
수를 비롯하여 美태평양사 작전구역내의 동맹군 물자 310여톤과 병력 600여명을 수
송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27일 의료지원단 3진과 함께 추가 파견된 건설공병

- 44 -

지원단은 150여명으로 구성하여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건설 및 토목공사, 한ㆍ
미 연합 PRT(지방재건팀) 참여, 대민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동의부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공적 임무수행을 마치고 2007년 12월 귀환하였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상의, 미국에 대한 중요한 기여와 협조로 남
아 있습니다. 2003년 3월 미국 주도의 동맹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미 간 동맹관계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3월 21일 한국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
군부대의 파병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 200
명 규모의 건설공병지원단 서희부대와 9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 제마부대를 편성하
여 2003년 4월 이라크 나시리아로 파병하였습니다. 2004년 8월 31일까지 1년여의
기간에 서희ㆍ제마부대는 동맹군의 기지운용에 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 복
구 지원 및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국이 2003년 5월 1일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한 이후, 같은 해 9월 4일 한국
군의 추가파병을 요청하자 우리 정부는 2003년 10월 18일 추가파병 방침을 발표하
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2004년 2월 평화ㆍ 재건 지원부대로 서희ㆍ제마부대를

포함한 3,600여 명의 정예 병력으로 ‘자이툰’ 부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한ㆍ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수 차례의 현지조사를 거쳐 이라크의 아르빌을 파병지역으로
선정, 2004년 7월 제1진 총 3,566명이 항공, 해상, 육상으로 이동하여 아르빌 현지
전개를 완료한 이후 2007년에 이르기까지 3년 여에 걸쳐 미국 주도 다국적군 중에
서도 손에 꼽히는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이툰부대는 그동안 우리 군이 소말리아를 비롯하여 동티모르, 앙골라, 아프가
니스탄 등에서 얻은 명성과 찬사를 이어감과 동시에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국가적
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든 바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파병으로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동맹 관계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맹 조정의 기간 중에도 일부의 우려나 곡해와는 달리 한․미 동맹은
탄탄한 신뢰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주요한 현안
들에 대해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수혜의 균형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미
래 동맹의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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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미 방위비 분담: 상호 균형된 수혜와 분담의 달성
방위비 분담금 지원 경과
198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처음으로 한·미간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
다. 이틀간의 열띤 협상 끝에 양국은 한국측이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로 89년부터
91년까지 매년 4,000만불씩 부담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정체결을 통한 분담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기존에 합의된 CDIP 4,000
만불을 포함한 총 1.5억불(1,146억원)의 분담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1995년까지 주
한미군 원화지출경비(Won-Based Cost)의 3분의 1 수준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분담금은 3억불(2,333억원)로 책정되었고, 이후 2002년에
는 4.75억불(6,132억원), 2003년에는 5.57억불(6,686억원), 2004년에는 6.22억불(7,469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 3.99억불(4,684억원)이었던
1998년도 방위비 분담금액이 IMF사태로 인한 우리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재협상을 통해
3.14억불(3,686억원)로 조정되기도 하였으며, 2005년에는 분담금이 최초로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액이 1991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최초의
분담 수준 자체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필요한 적정 소요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따른 분담금 수준의 적정화 과
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1997년까지는 방
위비 분담금이 전액 달러화로 지급되다가 1998년부터는 원화로도 일부 지급되었으
며, 2005년부터는 전액 원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 협정 및 분담금 지급 경과〉
구 분
특별협정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제1,2차
특별협정

제3차
특별협정

제4차
특별협정

제5차
특별협정

분담금규모
1.1 1.4 1.8 2.1 2.3 2.8 5.4 3.7 3.8 4.5 4.9 6.1 6.7 7.5
(천억원)
평균
증가율

18.95%

9.9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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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05

’06

제6차
특별협정
6.8

6.8

-8.9%

’07

’08

제7차
특별협정
물가
7.3 상승
율
6.6%

참여정부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협상의 기본목표는 바로 이러한 역
할을 수행중인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
지한다는 기본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분담금이 적정
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그동안
증가세를 보여왔던 방위비 분담금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
로 올려줄 것이 있으면 올려주되 동결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2차례(제6차 및 제7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 걸친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보다 발전적이고 성
숙된 한미동맹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진행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이전사업 등 주한미군재편과 우리군의 이라크
파병 등 직·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주한미군재편은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08
년까지 5년간 총 12,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한편, 2004년
에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주한미군병력을 양측이 합의하는 시점까지 평택 등의 기지로 이전하
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재편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주한미
군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둔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부대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여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새롭게 제공되는 기지보다 반환 기지의 면적이 10배 이상 넓고 기존의
기지가 주로 서울이나 여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지이전 사업을 통해 우리 국
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기대됩니다. 다만, 기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는 부지매입 및 기지건설비용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3년 이래 이라크에 우리 군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
미군재편과 우리군의 이라크파병 등은 방위비 분담협상시 참여정부가 고려해야 할
주요한 환경적 요인이었습니다.
1991년 이래 국방부가 담당해 오던 방위비 분담 협상을 2004년에 시작된 제6차
방위비 분담 협상부터는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되 국방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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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상주관부처 변경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 제도를 운
영해왔던 국방부의 경험을 대외 협상 전문 부처인 외교부의 협상력을 통해 극대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협상팀을 국무부 인사인 방위비분담협상
담당대사와 주한미군의 실무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 협상팀과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더욱이 이 당
시는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가 동시에 진행되고, 대외적으로는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히 방위비 분담이란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안보환
경에 대한 외교적인 차원의 고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제6차 방위비 분담 협상
참여정부 들어 최초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04년 말로 종료된 제5차 방위비 분
담 특별협정의 뒤를 이을 제6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위급협상은 2004년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DC에서 개
최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고위급협상은 모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각각 2004
년 12월 8일에서 9일, 2005년 1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고위급 협상을 2005년 2월 23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가진 뒤 최종 고위급협
상은 다시 서울에서 2005년 3월 15일 하루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5차례의 고
위급협상 외에도 여러 차례의 실무급 접촉을 거쳐 2005년 4월 26일 마침내 제6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기지재배치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줄어들고, 향후 수년간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비 및 이라
크 파병 등으로 인해 부담을 지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분담금 규모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구체적인 감액액수는 미군 감축인
원과 기지재배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
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한반
도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므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기지재
조정이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제반 주둔비용이 증가할 것임을 감안
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양측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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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에 대한 각자의 추산에 근거를 두고 상호 입장을 개진하였는데,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양측의 논리가 크게 달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협정 유효기간의 경우, 우리측은 병력감축 및 기지 재배치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장기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1년의 단기협정을 체결한
후, 병력감축 및 기지재배치 효과가 구체화되면 장기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반면, 미측은 주한미군감축 및 기지 재배치 등 주요사항이 이미 합의되
어 중장기 소요예측이 가능하며 빈번한 협상에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들일 필요
가 없는 만큼 가급적 장기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하에 5년의 유효
기간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총액 못지않게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이 분담항목
추가 문제였습니다. 미측은 현재의 4개 항목으로 고정된 체계가 예산집행의 융통성
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주둔비용 구성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시
설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분담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현재의 4개 항목으로 방위비를 운용하는데 심각한 애로가 없었
던 만큼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측은 여러 쟁점에서 견해차를 드러냈고, 특히 분담금 총액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양측 제시액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측은 과거 방위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으나, 금번만큼은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한 우리의 재정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제
반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습니다.
결국 양측은 추가적인 줄다리기식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004년 대비 8.9% 감액
된 6,804억원으로 합의하였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의 단기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금번 협정의 체결 직후 곧바로 다음번 협상을 시작해야하는 등 양측의 행정력 낭비
가 클 것이란 미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2년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미측의 항목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협상기간 내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
지하였고, 결국 미측도 이를 수용하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상의 기존 4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제6차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최초로(IMF 사태로 인한 감액 제외) 감액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의 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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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한꺼번에 몰린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협정),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추가파병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에 대한 우
리측의 일관된 설명에 대해 미측이 상호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동맹정신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였던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철저한 검토와 어려운 토의과정으
로 인해 협상시한을 넘겨 타결되었지만 한미동맹 정신을 한 차례 높이는 윈-윈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제7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6차 방위비 분담협상이 타결되는데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한
미 양측은 제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시작하
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고위급 협상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이틀간 하
와이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이후 워싱턴DC와 서울을 오가며 총 6차례의 고위급 협
상과 수차례의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6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된 바 있어, 한미 양측의 협상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부담이 컸던 것이 사
실입니다. 실제로 2006년 11월 30일 여섯 번째 고위급 협상이 끝날 때까지도 연내
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만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
나 마지막 순간에 양측은 협상타결의 지연이 양측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데 견
해를 같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성숙함을 보임으로써 2006년 12월 6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고, 2007년 12월 22일 정식 서명을 거쳐 2007년 4월 2일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측은 2006년도의 6,804억원을 기준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이라크 파
병 등의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감액요인이 증액요인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2006년보다 삭감된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측은 주한미군 재편으로 오히
려 전력증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주둔비용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분담금은 증액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미측은 공평한 분담원칙에 따라 비인적주둔
비용(NPSC)의 50:50 분담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협
정의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우리측은 지금
이 주한미군재배치 등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단기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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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측은 제6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빈번한 협정체결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방위비 분담금 수준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곤란
하다는 점에서 장기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입장이 접근하게 된 계기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였다.
애초에 우리측은 2004년에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되었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수
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감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한국인 근로
자수의 감소는 예상보다 훨씬 작은 범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
한미군측은 자신들의 예산에서 추가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
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측은 인건비 분야에서의 증액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상타결이 늦어지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07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으나, 결국 한미 양측은 호혜적인 동맹정신에 입
각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2006년 12월 6일 마침내 2년의 유효기간으로 총액
7,255억원(08년은 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 반영)에 합의하였고, 지난 7개월간의
기나긴 협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6.6% 증액된 7,255억원에 2년의 유효기간으로 최종 합의된 제7차 방
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번 협상에서의 대폭 감액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었던 미측의
증액 요구와 구체적인 증액 요인이 없을 경우 동결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적절
하게 조율된 결과였습니다. 즉 주한미군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사업 및 우리군의 이
라크 파병 등 제6차 협상시와 유사한 협상환경을 고려하여 여타항목의 분담금 수준
은 2006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주한미군이 가장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항목으로서 우리 국민의 고용보호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에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양측이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미동
맹의 중요성과 우리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한 결과라는 측면에
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한미 양측이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한미동맹관계가 더
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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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제도 발전방안 모색
수백억원 규모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연간 7,000억원 규모로 증가하였
습니다. 그 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지원으로 주한미군의 주둔환경이 상당 수준 개선
되었고, 이는 한미연합방위력 증강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애초 한반도의 안정과 평
화에 주한미군의 기여를 고려한 상징적인 수준에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환경 개선 및 연합방위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으
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방
식은 처음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정치·경
제 발전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
전된 형태의 방위비 분담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lump sum)기준으로 합의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
총액을 결정하는 협상이 한·미 양국간 분담금의 증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
국이 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밀고당기기식 협상으로는 합리적인 분담금 책정이 어
려울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위비 분담 초기에는 우리
정부의 재정능력이 불충분하여 주한미군의 실제 소요경비를 미군주둔으로 인해 우
리가 누릴 수 있는 안보이익에 걸맞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없어 부득이 우리정부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액 형태의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
나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총액방식의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액지원방식을 대체하는 방안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할 때 총액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미측이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항목별
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미측의 구체적인 소요를
확인할 것인가는 여전이 풀어야 할 과제이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담금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의 현금위
주 지원방식을 현물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재정능력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이전과는 달리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시
설을 직접 지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
요한 시설과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SOFA에도 부합하는 것입니
다.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함께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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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방안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
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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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포괄적․역동적․호혜적’동맹을 향하여
한․미 동맹 조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는 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
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동맹조
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새로운 동맹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한 생명력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1. 미래 동맹의 비전 속에서의 한국과 미국: 확장되는 공통이익
그동안 한․미 양국이 지향해 온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이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던 동맹과는 전혀 다른 동맹”을 의미합
니다. 우선, ‘포괄적’이란 용어는 미래 동맹의 존립 논거와 협력 대상이 군사적인 분
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거의 전 분야에 확
장될 것임을 말합니다. ‘역동적’ 동맹이란 과거의 한․미 동맹 같이 50여 년 간 고정
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동
맹을 의미합니다. ‘호혜적 동맹’의 구현을 통해 한․미 양국은 어느 일방이 시혜를 주
고 다른 한 쪽이 이의 혜택을 받는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동맹 체제 내에서의 발
언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닌,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양국은 동맹조정 기간 중 이루어진 ｢미래
비전에 대한 공동연구(JVS)｣를 통해 미래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밑그림을 이미 공유한 바 있습니다. 미래에도 한·미 양국
은 장기간에 걸친 동맹관계 속에서 축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유민주
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공통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동 국익 및 안보도전을 공유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지역 및 세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
미 양국은 공동이익의 보존과 공동 안보도전 대응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핵심적이
라는 인식을 계속 같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한․미동맹의 당위성은 ①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대응, ②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 ③ 세계적인 안보도전 발생
시 간접적으로 기여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집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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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합의한 한·미 양국 정상]

남북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상호신뢰관계를
조성하며, 화해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한․미 동맹의 당위성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위협
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남북한 간의 적대의식이 해소되어 평화정착이 진전되고, 공동발전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며, 남북 간 실질적 통합이 진전되는 ‘평화공존’ 단계에서도 한․미 동맹은 여
전히 서로에게 긴요한 존재입니다. 이 단계로 진입하면서 한․미 동맹은 남북 간 평
화체제 구축, 남북 신뢰구축의 제도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위 두 단계에 걸쳐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능력이 제한되므로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
통된 인식입니다.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욱 증대될 역내의 불확실성
으로 인해 한․미 동맹은 동북아 안정에 필수적이며, 동맹국들이 안보도전에 대응하
고, 역내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적으로 한․미 동맹은 역내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인도주의적 위기 확산과 같은
안보도전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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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미 동맹은 양국의 공통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토
대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안보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동맹관계의 군사
협력범위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 하고 깊이 있
는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포함한 세계안보환
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세계 안보 환경 및 남북관계 변화에도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 동맹은
역내 안보협력 메카니즘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한미 양국은 동맹체제를 초국가
적, 비전통적 위협을 포함한 국제적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의 중심
축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할 것입니다. 한국군의 능력신장을 고려하여 한국군이 한국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며, 미국은 확고한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 유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평화공존 단계’에서 북한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점진적으로 기여하면서,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새
로이 대두되는 안보도전에 대응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군사
적 긴장을 감소시킴으로써 평화유지와 통일여건 조성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반도 안보상황 증진을 주도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방위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전력구조를 조정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
정,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2. ‘협력적 자주국방’과 미래 동맹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과 협조 이상으
로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표방
한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협력적 자
주국방’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국방 정책의 모든 키워드들을 집약한 단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력’이 기존의 동맹체제를 근간으로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
서의 기여와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면, ‘자주’는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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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은 능력의 확보와 발언권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명에 대한 주인의식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탈냉전이후 가시화된 새로운 세계적 안보상황과 안보도
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구도의 재편, 남북화해․협력의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의
변화는 한․미 양국 모두에 대해 기존의 동맹체제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게 되었습
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부각되어 온 한․미 관계의 각종 현안과 쟁점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더이상 먼 미래의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변화하는 안보․세계전략에 따라 동맹관계에 있어
서도 일방의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보장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음
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적 자주’의 개념은 절연이나 고립과 같은 배타적 관계의 구축과는 구별되어
야 합니다. 또한, ‘자급자족’(autarky)처럼 모든 안보상의 소요를 한국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자신들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은 ‘독자국방’(independent defense)이 아니라 적절한 협력자를 필요
로 합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큰 북한의 비대칭전력, 그리고 주변국들의 군
사력 증강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독자적 역량이 확대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발생시 전장을 완전히 혼자 담당할 만한 군사력을 한국이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
니다. 또한, 점증하는 복지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감당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협력적 자
주’의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 능력의 확보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에 있어 한국이 당
사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주인의식’에 있습니다. 이는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국
주도로 작성된 안보․전략기획 문서와 작전계획의 수립, 한반도 방위의 최우선적 당사
자로서의 사고와 고려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 등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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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가, 안보의 의존 상태가 지금
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현저히 개선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방위는
한국 주도로 가게 됩니다. 주도로 가게 되면 양국 관계의 발언권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7년 7월 27일 취임 4주년 『국민과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 발언중에서)

‘협력적 자주’는 한반도 역외의 지역에도 그 개념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미래 동
아시아 역내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류 공통가치를 실현해 나
가는 데 있어 한국의 기여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
역 및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 고려요소는 한국의 국제적
위신이나 평판, 그리고 경제적 실리 등 국가이익일 것입니다. 즉, 철저한 우리 자체
의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역내 및 세계 차원에서의 군사적 기여를 해 나가는 것 역
시 협력적 자주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자주는 단순한 외부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의 국가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적극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협력적 자주’의 개념은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사전 대비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닙니다. 과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주창이 생존에 대한 절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1980년대 노태우 정부의 ‘자주, 자존의 국방’은 다분히 정치적 동기
에서 유래 된 ‘상황적 자주’ 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자주는 이에 비해 한반도
에 있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북한과 동북아 지역의 불특정 위협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준비형 혹은 예방적 자주’ 개념입니다.

국방개혁과 한국의 자체 방위력 확장
한국의 자체 방위역량 확보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의 조기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자체적 방위역량 확보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2005년 하반기 발표
하였고, 2006년 12월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
어서게 된 『국방개혁 2020(안)』은 미래의 안보소요에 부응하고, 한국의 자체방위
력 확장을 통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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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개혁은 미래 ① 첨단 정보과학군, ② 경제군, ③ 국제평화군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지식․정보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으
로 발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 수호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효율
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의 모습을 달성함으로써 문민화를 통한 전문성/전
투력 향상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지식․정보 기반의 新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제 평화유지 임무에 필
요한 능력을 갖추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군사외교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결국 군을 민간의 가치
를 내면화한, 고도의 정예화되고 자원절약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민․군 간의
일체감을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국방개혁을 통한 한국의 자체 방위력 확장은 1980년대 이후 우리의 지속적인 과
제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대에는 『군구조 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합참 기능
및 조직 강화를 지향했고, ‘문민정부’ 시대에는 『제도개선위원회』, 『21세기 국방
연구위원회』, 『군 개혁 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제도․군조직․군수조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
여 5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개혁 작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안보환경 변화와 사회발전에 상응하는, 진정으로 변화
한 군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부진 원인은 ①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문제 접근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결여, ② 개혁의 법제
화 노력 미흡, ③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부재, ④ 개혁에 필요한 적
정 국방예산의 확보 노력 한계, ⑤ 각 군․부서 등 집단이기주의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과거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개혁사례나 대안들의 의미와 한
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그중 긍정적 유산을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필요성에 맞추어 발
전시키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혁 대안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선진국들의 사례 역시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
다. 아마 ‘국방개혁’이란 용어를 쓸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국가가 바로 1990
년대 이후 군사혁신(RMA)과 국방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지속적으로 시도
해 온 미국일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국방개혁의 선도국가이며, 그 의식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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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개혁을 우리의 사례
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의 여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은 현재 전세계 군
사비의 40%를 지출하고 있는 등 가용 재원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는 비교적 제한된 국방재원 하에서도 변화된 대내외 안보
환경에 대한 혁신적 적응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개혁사례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① 범국가․범
정부 차원에서 군 개혁에 접근하였고, ② 군의 냉철한 자성을 바탕으로 경량화․기동
화를 추진하였으며, ③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였고, ④ 개
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프
랑스의 경우, 개혁 실현을 위한 안정적 국방재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 역
시 특기할 만합니다. 어떤 면에서 국방개혁안 검토 초반에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
었던 ‘프랑스식 개혁’이란 표현은 이러한 점에서 그리 적절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
습니다. 한국의 국방개혁은 프랑스의 사례를 모방한 것도 아니며, 프랑스의 개혁여
건 역시 우리와 판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프랑스식’이라는 단어가 부각
되었던 까닭은 아마 법제화의 추구라는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통한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는 한국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
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 의식의 고양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즉, 국방개혁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군사력의 증강이나 첨
단 무기로의 무장에 못지않게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통한 건군(建軍)을 건설해 나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협

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의 군사력 건설은 우선은 핵을 비롯한 비대칭전

력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은 북한 위협이 감소․소멸하는 시점에도 그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주변국과의 압도적인 국력격차에 놓여 있는 한국의 입장
에서는 물리적 위협이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군함외교’(gun-boat diplomacy)의
억제를 위해 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세계 10위권의 군사력(북한)을 안정적으로 ‘억제’한 군사력의 존재는 불확실한
주변 위협의 억제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신뢰성을 지닌다는 논리 하에 군 정예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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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과의 조화
‘협력적 자주국방'이 현실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안보환경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를 조력해 줄 신뢰성 있는 파트너의
존재가 긴요합니다. 즉, 우리의 오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적
조정이라는 목표 역시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미 한․미 양국이 2005년～2007 년 간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협의를 통해 미래
지휘관계에 대한 공통의 틀을 마련한 만큼, 협력적 자주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태평양지역
에서의 잠재적 침략자의 무력공격으로부터의 방어”라는 매우 일반적인 형태로 목
표를 설정하고 있으며,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저 집단적 방위(collective
defense)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부 잠
재세력의 위협”이라고 표현된 것은 한미동맹의 목표가 북한의 군사도발로부터 안
전을 보장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의 범위가 단순히 한반도를 중심으
로 한․미 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구축의 초석이 된다는 것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지금 그리고 향후 전개될 새로운 안보도전과 위협에 적극 대
처하는 기구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설립 당시부터 포함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한반
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안보문제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유념할 것은 동맹의 ‘상호성’입니다. 한․미 동
맹은 동맹국이 위험에 처하거나 위협에 직면해 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미국
의 안보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균형된 한․미 동맹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한국의 적
극적인 역할 수행과 영역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안보현안과 관련된 한․미 간
의 협력문제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테러, 인권, 조직범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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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안보도전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새로운
안보도전은 어떤 국가 단독으로 대처하기는 곤란한 문제이며, 공통의 안보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의 도전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맹국 간의 협력과 공동
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도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동의 노
력을 통해 보다 공고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내 다자협력의 확대
‘협력적 자주국방’의 구현을 위해서는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이 각종 정치․군사적 불안정요소들을 함께 관리하고 해결점을 공동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F(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등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다자간 협력 및 협의에 활
발히 참가해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역내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다자적 협력의 움직임을 동북아 차원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회담』은 역내의 공통문
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비핵화라는 단일 과제를 넘어서 역내 안보문제에 대
한 포괄적 협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자적 협력에 관한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환
경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자주의의 발전은 유럽이 갖는 지리적․
역사적 토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다자 협력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문화적 요인이 주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계
적, 쌍무적 특성을 가진 전통질서 내에서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의 양
상은 서구 국제체제의 특성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동아시아
안보의 가장 위험한 발화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반도나 대만해협의 문제는 동아시
아가 겪은 식민주의와 냉전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한 부산물이며, 그 결과로 발생
한 갈등은 다자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양자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
성은 동아시아에 있어 전통적 다자적 경험의 부재와 함께 역내의 많은 문제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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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다자 협력은 다자적 대화와
비정치적 부문이 선행되는 ‘보다 느슨한 다자주의’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에 의거한 민간기구의 동시 참여 역시
모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자 협력의 진행과 병행하여 기존의 쌍무적 관계를 재구
성하는 한편, 광역 협력과 지역간 협력이 갖는 보완적 효과 역시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한․미 FTA: 포괄적 협력을 향한 첫 걸음
참여정부 기간 중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은 단순히 그 경제적 효과를 넘어 한․미가 미래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관계로 나
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미 FTA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미래의 한․미 동맹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그에 못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FTA를 통한 양국 간 경제통합 심화는 안보효과를 동반할 것입니다. FTA를
통한 한․미 경제협력은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관 공유의 재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
의 협력을 공고히 해 줄 것입니다. 교역증대와 인적교류 증가 등 양국 간 경제이익
확대와 공유는 미국의 대한(對韓)방위공약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를 유도할 것
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협상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 중 하나도 한미동맹의 영역을 안
보‧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부문으로까지 확장‧심화시키고자 한 것에 기인합니다.
200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를 역동적,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미래의 한․미동맹 관계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는 사실상 포괄적 ‘한․미경제통합협정’에 해당합니다. FTA는 WTO의 핵심인 최혜국
조항에 예외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준(準) 경제동맹의 성격입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할 경우 정치․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FTA의 결속력과 대외적 영향
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들어맞도록 미국은 한․미 FTA가 가
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즉 ‘NAFTA+α’ 형태로 체결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경제적 결속은 자연스럽게 불법이민‧마약‧테러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 및
범죄에 대처하는 양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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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 동맹 재조정이라는 과도기에 체결된 FTA는 양국관계를 실질적 포괄
동맹으로 승격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도
우리가 과거처럼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댈 수 없으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경제협력입니다. 즉, 불가피하게 약해지는 안보동맹의 끈을 경제적 끈으로 보완하
는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FTA인 것입니다.
둘째, 한․미 FTA는 미래 동맹에 필수적 요소인 한․미 간 신뢰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동맹의 이완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변화한 환경
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은 신뢰를 강화해 왔습니다.
FTA는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신뢰와 공통이익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업‧위
생검역‧자동차‧섬유 등 양국 견해 차이가 컸던 핵심 쟁점분야가 결국 타결된 것은
이 협정이 서로에게 그만큼 이로운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공유하는 고통
스러운 협상과정에서 확인된 신뢰관계는 동맹강화의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한․
미 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 마이클
그린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이 한 말입니다. 탈냉전기 이후 지속적인
밀월관계를 유지 해 온 미국과 일본이 아직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FTA를 한․미가
성사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 역시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반증합니다.
셋째, 한․미 FTA는 안정된 기반 위에 우리의 국방개혁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
며, 한․미동맹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
성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에 부담이 되었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
나, FTA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재확인된 만큼 한․미동맹의 조정
을 우려하는 일부 국민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생기면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도 유리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군사임무 전환, 평택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등 두 나라
의 여러 현안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풀어나갈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넷째, FTA는 역동적,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정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폐허를 딛고 세계 12위권 경제력을 보유한 민주국가로 성장
한 모습은 우리의 긍지이자 미국의 자랑거리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자주적 평가, 결정, 그리고 실행의지를 과시한 것은 독자적 경제발전 역량과 자신감
을 한층 더 키우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지정학적 조건‧경제‧외교안보의 총체적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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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는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제조업과 정보기술(IT) 강국, 무역규모 11위의 한국과 경제동맹 성격의 FTA를 체결
함으로써 아시아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북한‧러시아를
견제할 교두보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교안보를 포함한 총
체적 대외전략 구도 속에서 한미 FTA의 역할과 목표, 효과 등을 총괄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FTA는 통상정책 혹은 국내 개혁수단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포
괄적 대외전략 수단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의 체결은 엄청
난 가중치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한반도 이해 당사국인 중
국과 일본 모두의 기존의 한국에 대한 접근 노력을 배가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 FTA를 통해 한․미 양국은 미래 동맹을 향한 역사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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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
원의 필요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한․미 동맹은 미래지향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
한 길을 꾸준히 달려 왔습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대세이며, 우리에게
는 일종의 사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앞으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일부의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동맹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오랜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한․미 동맹은 과
거 그 어느 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탄탄한 신뢰와 결속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동맹의 신화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동맹조정이 결국은 과거와 같은 ‘비대칭 동맹’의
연장이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의 동맹 역시 미국의 영향
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결국 미국의 세계전략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논거입니다.
그러나 동맹의 적절한 활용을 전제로 안정적인 안보상황의 유지와 자주적 국방능
력의 발전은 양립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인식이었습니다. 즉, 동
맹조정 작업은 한․미 관계에 있어 상호 형평성과 자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믿음 하에서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고 들어줄 말은
들어주는 자세로 동맹 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한․미 동맹에 있어
우리의 발언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해 줄 건 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한·미 관계
가 잘 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27일 취임 4주년 『국민과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 발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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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의 변화를 우려
하거나 폄훼하기 보다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
구됩니다. 참여정부가 기초를 닦은 한․미 동맹의 발전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구현된
다면 미래 동맹은 현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군사위협으로 인한 냉전적 동맹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와 번영을 보장하는 공동안보의 축으로서의 동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둘째, 군사위주 협력의 한반도 방위동맹을 벗어나 포괄적 협력의 동맹으로 그 모
습이 변모할 것입니다.
셋째, 대미 의존형 위탁국방과 단방향적 또는 일방적 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자주국방’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형평성 있는 양방향적 또는 쌍무적 관계를 구현할
것입니다.
넷째,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보유해 온 연합지휘관계에서부터 유사시 및 전시
의 안정적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탄력을 보유한 공동지휘관계로 일신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한간의 불신과 대립에 기초한 동맹을 지양,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맹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의 모습은 참여정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민들이 한․미 동맹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줄 때에 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국
민적 합의와 지원은 특정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의 동맹조정이 변함없이 추
진되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의 발전적 조정을 도전이 아닌, 일종의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동맹조정 과정을 우려나 비판 일
변도의 시각으로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을 위한 새로운 준비의 차원에서 동맹조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역시 변화
되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동맹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히 인정하
는 기반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분명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미 양국 국민들의 상호에 대한 거부감 혹은 반감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견이나 갈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
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국은 국가이익과 생존전략의 면에서 서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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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점을 인정하는 한편, 어떠한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
이 어떤 변화를 보이기를 바라는지를 보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이 당면한 안보상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9.11 테러』라는
특수한 경험 이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본토 및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한 부담을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대테러/비확산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국 못지않게 미국도 변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한국이 어떻게 변해 왔
고 변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꾸준하게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50여 년 전의 낙후된 후발국가가
아니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치․경제적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하고 그들의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통의 이해와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식상의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점을 감안, 정보 공유와 공동의 정보판단을 위한 기회를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는 국가간 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나 과잉/과소 대
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간 위기나 갈등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를 감
안,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와 교환, 그리고 정보판단 상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
류와 협력은 정부간 혹은 공식적 차원에서의 협력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
다. 한․미 양국의 민간 학자들과 시민들 역시 대화와 교류의 폭을 확장해 나가야 하
며, 이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공통의 대안들을 발전시켜야 할 것
입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 의한 동맹조정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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