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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의 결과를 분석

하고, 향후 미국의 대내외정책 및 대북정책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

고자함. 

1. 2004년 선거의 특징과 결과 

○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 속에 이라크전쟁의 장기

화로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면서 전개된 이번 대통령 선

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선거쟁점을 둘러싸고 공화당 지지층과 민

주당 지지층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음. 

○경제·사회복지·의료보장·교육 등 국내정책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됐

던 역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국내문제 이외에 테러와

의 전쟁 등 외교·안보문제와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

었음.

○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부시 대통령은 30개 주에서 승리하여 선

거인단 286명, 케리 후보는 19개주와 워싱턴DC에서 승리하여 선

거인단 252명을 확보하였음.

○ 정원 1백명 중 1/3인 34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

당은 4석이 늘어난 19석, 민주당은 4석이 줄어든 15석을 각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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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배분이 55 : 44가 됨으로써 공화

당의 우위가 더욱 확고해졌음.

○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거 

전보다 5석이 늘어난 232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3석이 줄어

든 202석을 확보하여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지배하게 됨.

2.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정책방향 전망

○ 공화당이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국정운영 기반이 

더욱 강화된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보수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

며 국내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1월 109기 의회가 개원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 개편,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등 경제·사회적인 이슈와 낙태, 동성결혼 등 

사회·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임.

○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자유·인권·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미

국식 국제주의를 내세우면서, ‘힘의 우위’에 입각한 공세적 현실주

의 노선의 대외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

○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은 이라크 전후 처리, 이란 핵개발 방지, 중

동지역 민주화 등 중동지역의 안정화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안정 및 국제테러조직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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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입을 통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그러나 테러리즘과 직접적인 연계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

진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상당기간 미국이 직접 개입

하기 보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 

3. 한반도정책 전망

○ 한·미 국방장관은 2004년 10월 22일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

였으며,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신설, 향후 1～2년 

동안 장기적 동맹과제를 협의하기로 함.

○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유지하면서도 한·미 동맹이 장기

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로 확대되기를 바라

고 있음.

○ 미국은 일단 6자회담 틀을 통하여 외교적 방식으로 북핵문제 해결

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임. 

○ 북한이 핵기술, 핵물질 등을 제3국 또는 테러집단에 확산시키는 

‘미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군사적 수단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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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면,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할 것임. 

○ 그러나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게 

되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고 대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임. 

4. 정책적 고려사항

○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자유·인권·민주주의의 확장을 기치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

명하고 있음.

○ 한·미관계는 단순한 안보동맹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관계

의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임.

○ 대북정책과 관련, 단기적 차원의 한·미관계는 북핵 위협에 대한 인

식 공유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한·미 양국

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양국의 평가에서 차

이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되어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비태

세 등에 관한 미국의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6자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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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핵문제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 보다 신축성 있게 대응할 것

을 권유함. 

○ 향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

도록 남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촉구

하며,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러시

아 등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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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 2004년 11월 2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과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 민주당의 

케리(John F. Kerry) 대통령 후보 및 에드워즈(John Edwards) 부통

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음.

○부시 대통령은 투표 전 치열한 접전 예상과는 달리 일반국민투표수에

서나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케리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 당선

되었으며, 2005년 1월 20일 집권 2기를 출범하여 2009년 1월까지 향

후 4년간 미국을 이끌게 되었음. 

○한편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미 의회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

당이 모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과의 의

석수 격차를 더 확대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국의 대내외정책 및 대북정책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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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4년 선거의 특징과 결과 

1. 선거 과정의 특징 

○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 속에 이라크전쟁의 장기화

로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면서 전개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서 미국 유권자들은 선거쟁점을 둘러싸고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

지층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음. 

○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시한 정강정책(<표 1> 참조)은 외교·안보정책, 

경제·사회복지 제도, 사회·윤리적 가치, 북핵문제 및 대한반도정책 등

에서 입장 차이를 나타냄.1)

- 공화당은 미국식 국제주의 추구 명분의 공세적인 대외정책 및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

시 행정부가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를 

선제공격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초래했다고 비판함.

- 공화당은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과 감세(減稅)정책을 통한 경

기회복 및 고용창출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조세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의료부담 경감 등 서민층 위주의 경제정책

을 강조함.

-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하고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며 

동성결혼은 금지시켜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에서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

1)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The Democratic Platform for America, July 2004; 2004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A Safer World and a More Hopeful America, 2004 Republican Party 
Platform,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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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며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진보적 견해를 표명함.

- 대북 강경책을 추진해 온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틀을 고수한 반면, 케리 후보는 6자회담과 병행하여 

북·미 협상을 추진하여 북핵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를 논

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표 1>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쟁점 비교

항목 공 화 당 민 주 당

외교·
안보
정책

-국익 우선의 미국식 국제주의 추구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강

력 추진
-독재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 
-이라크 공격 정당성 주장, 미국 주도

로 이라크 안정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적·도덕
적 권위 재확립

-국제협력 및 민간외교를 통한 테러
리즘의 근원적 해결 

-초동단계 예방행동 강화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에 입각

한 실패작,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화

경제·
사회
복지

- 2011년 만료되는 현 감세정책 영구화 
-친기업 환경 조성,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창출
-자유무역 촉진, 해외진출기업 세제 

간소화 
-의료 서비스 민영화

-재정적자 감소 
-저소득층 세금혜택,  중소기업 조

세부담 완화
-공정무역, 미국 산업 보호, 제조업 

일자리 창출
-의료비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대

인륜· 
도덕적 
가치 

-낙태 원칙적 반대
-동성결혼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헌

법개정
-인간복제 가능성 우려, 인간배아 줄

기세포 연구 제한
-사형제도 찬성

-낙태의 자유 인정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반대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지지
-사형제도 반대

한반도
정책

-주한미군 병력 감축, 대북 전쟁 억지
력 유지

-완전한 북핵 폐기, 철저한 검증
- 6자회담 틀 고수
-북한은 국제체제 밖에 존재, 북한의 

핵 확산시 강압수단 사용 가능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북한의 오판 
우려

-완전한 북핵 폐기, 철저한 검증 
- 6자회담과 북·미 협상 병행
-남북한 군축, 평화체제 구축 등 광

범위한 의제 협상, 협상 실패시 강
압 수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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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복지·의료보장·교육 등 국내정책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됐던 

역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국내문제 이외에 테러와의 전쟁 

등 외교·안보문제와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었음.

- CNN 등 6개 언론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

한 이슈로 고려한 것은 도덕적 가치관(22%), 경제와 일자리

(20%), 테러리즘(19%), 이라크 전쟁(15%) 등의 순서를 보임.

○선거 유세과정에서 부시 후보와 케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지지도

가 거의 대등하게 갈라짐에 따라 투표 당일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됨.  

-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2004.11.1)는 48% 대 48% 동률

을 기록함.

- 다만, 모든 전국 여론조사(2004.11.2)의 합산 평균지지율은 부시 

대통령이 48.5%, 케리 후보가 47.3%로서 오차범위 내에서 부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2) 

○ 부시와 케리에 대한 지지율이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되자 공화·민주 

양당은 각기 지지자들의 투표참여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60% 정도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게 되었음.

- 베트남 전쟁 중 치러진 1968년 60.8%를 기록한 이래 최고의 투

표율을 보임. 

2) <http://www.campaignline.com/webedition/page.cfm?pageid=503&navi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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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가. 대통령 선거 결과 

○ 최종 개표결과 부시 대통령은 60,512,548표(51%)를 획득하여 

57,166,596표(48%)를 획득한 케리 후보보다 약 335만 표가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였음.3) 

- 소비자 운동가 내이더(Ralph Nader)를 포함한 15명의 기타 후

보가 획득한 표는 전체 유효투표의 1% 정도에 불과

○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서 다수득표 획득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전부를 가지는 승자독점방식(winner-take-all)을 택하고 

있는 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부시 대통령은 30개 주에서 승리하

여 선거인단 286명, 케리 후보는 19개주와 워싱턴DC에서 승리하여 

선거인단 252명을 확보하였음.

- 각 주 선거인단 수는 연방의회 상‧하원 의석수를 합한 것과 동

수이며 워싱턴DC의 선거인단 수는 3명임.

- 2000년 대선에서 부시 후보는 50,455,156표(47.87%)를 획득하여 

50,992,335표(48.38%)를 획득한 민주당의 고어(Albert Gore, 

Jr) 후보보다 총 득표수는 적었으나, 승자독점방식에 의해 과반

수(269명)를 넘는 선거인단 수를 확보(부시 271명, 고어 266명)

하여 당선되었음.    

○선거의 승패는 사실상 선거인단을 선출한 11월 2일 투표 결과로 확정

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3)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elections/2004/page/2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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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하는 간접선거 형식이므로 공식적으로 선거가 종료되기까지 다음

과 같은 일정이 남아 있음. 

- 각 주 선거인단은 12월 13일 각각 주 수도에 모여 투표한 뒤 

그 결과를 밀봉, 의회에 보냄.   

-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2005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봉하여 상원의장이 당선자를 공식 선포함.

나. 의회 및 주지사 선거 결과

<상원의원>

○ 정원 1백명 중 1/3인 34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은 4석이 늘어난 19석, 민주당은 4석이 줄어든 15석을 각각 확보하여,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배분이 55 : 44가 됨으로써 공화당의 우위가 

더욱 확고해졌음.(<표 2> 참조) 

- 개선 34석 중 공화당 15석, 민주당 19석을 보유하고 있었음.

- 선거전 의석 분포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8석, 무소속 1석이었음.

<하원의원>

○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거 전

보다 5석이 늘어난 232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3석이 줄어든 202

석을 확보하여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지배하게 됨.

- 선거전 의석 분포는 공화당 227석, 민주당 205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이었음.

- 공화당은 12년 연속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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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 주지사는 50명 중 11명을 새로 선출하였으며, 선거 결과 공화당은 5

개주에서 민주당은 6개주에서 승리하였으나 정당별 주지사 분포는 

변화가 없음.

- 주지사는 주별(州別) 임기(47개주 4년, 3개주 2년)가 다르며, 선

거 시기마다 개선 범위가 다름. 

- 선거전 주지사들의 정당별 분포는 공화당 28명, 민주당 22명이

었음.

<표 2> 공화·민주당의 상‧하원 및 주지사 수

상   원
(34/100)

하   원
(435/435)

주지사
(11/50)

공 화 민 주 공 화 민 주 공 화 민 주

당  선 19 15 232 202 5 6

잔  류 36 29 0 0 23 16

계 55 44 232 202 28 22

변  동 +4 -4 +5 -3 0 0

※ ⓛ(선출인원/총인원)

   ②상원 1명, 하원 1명은 무소속            

3. 부시 대통령의 승리 요인 

○ 이라크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① 테러전쟁 수행 지도자(전시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 ②보수적인 중남부 백인 층의 지지 결집, ③ 

민주당 유권자들에 앞선 공화당 유권자들의 단결력, ④케리 후보의 부

시 대통령과의 차별화 실패 등을 지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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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제43대 대통령에 취임한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등 강력

한 전시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였음.

○ 이라크를 침공(2003.3.19)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직후 부시 대

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급상승하였으나, 이라크 내부의 폭력사태가 지

속되면서 그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에 관한 비판이 증대됨.

- 대량살상무기 정보 왜곡, 포로학대 논란, 미군 희생자 증가 등

○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의 본토안보에 대한 우려의 증가와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보다 강력한 이미지

를 가지고 있는 부시 대통령을 선택함.

   

○ 반면,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과 3차례에 걸친 대선후보 TV토론에

서 모두 승리하였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지도할 ‘안보 대통령’으로서

의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음.

○ 선거 전략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보다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화당은 케리 후보의 상원 표결 행태 분석을 통해 이라크전에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킴.  

- 특히 동성결혼 문제를 헌법 개정의 문제로 제기하는 등 동성애 

문제를 선거 이슈화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족, 도덕적 가치를 중

시하는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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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중·남부 지방 전역에 걸친 보수층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반면, 케리 후보는 주로 동·북부와 서부 해안지역

의 대도시에서 지식층과 서민층의 지지를 획득하였음.  

- 부시 지지자들은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테러 대처능력, 

도덕적 가치 수호 등을 중요한 지지 이유로 밝힘.

- 케리 지지자들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라크전쟁에 대

한 비판을 중요한 지지 이유로 지적함.

○ 특히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등 예측 불가능

한 접전지역에서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을 결집시켜 승

리한 것이 재선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 

- 2000년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복음주의 기독교인 등 보수층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강한 결속력을 보임.

○ 선거 직전 등장한 오사마 빈라덴(Bib Laden)의 테러경고 메시지도 

부동층의 지지를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몰아가는데 기여한 것으

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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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정책방향 전망

1. 향후 미국 정국 전망

○공화당이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국정운영 기반이 더욱 

강화된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보수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국내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국내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 간의 갈등을 좁히는 국민

통합 노력도 중시할 것임. 

    

○ 2004년 11월 16일 현재 부시 행정부 1기의 15명의 각료 중 6명이 사

임의사를 표명하였고 새로운 2기 내각 구성이 진행되고 있음.

-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 법무, 에번스(Don Evans) 상무, 

파월(Colin Pwell) 국무, 페이지(Rod Paige) 교육, 에이브러햄

(Spencer Abraham) 에너지, 베네만(Ann M. Veneman) 농무 

장관 등 6명이 사임을 표명함.

- 리지(Tom Ridge) 국토안보부 장관과 톰슨(Tommy Thompson) 

보건부 장관도 사임이 예상되고 있음. 

- 파월 국무장관 후임으로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안

보담당보좌관이 지명되었음. 

○ 2005년 1월 109기 의회가 개원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 개편, 사회

보장연금 민영화 등 경제·사회적인 이슈와 낙태, 동성결혼 등 사회·윤

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임.

- 법안제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겠지만 초당

적인 협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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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등 

군사력을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공세적인 대외정책 기조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비판적인 미국내 여론은 군사력 위

주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견제하게 될 것임. 

○ 또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세금감

면, 국방비 증액, 대외 군사적 개입 등 대내외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

로 작용할 것임.

- 9월로 끝난 2004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6%에 해당하는 4,130억 달러에 달함.

2. 외교·안보정책 추진 방향

○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자유·인권·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미국식 

국제주의를 내세우면서, ‘힘의 우위’에 입각한 공세적 현실주의 노선

의 대외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

- 세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 발휘 필요성 강조

- 부시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기자회견(2004.11.4)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첩경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힘. 

○ 테러전쟁 승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전략을 가장 우선시 하면

서,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는 입장도 보일 것임.

-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전략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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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한, 유연한 정책의 선

택에는 한계가 있음.

○보수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 국무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집권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신보주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더욱 충원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음.  

-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지명자는 신보주주의자들

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음.

- 신보수주의자 그룹에 속하는 해들리(Stephen Hadley)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에 임명됨.

- 국무부 내에서는 파월 장관에 이어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부장관, 켈리(James Kelly)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보수 온건파들

이 교체될 예정임.  

○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은 이라크 전후 처리, 이란 핵개발 방지, 중동지

역 민주화 등 중동지역의 안정화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안정 및 

국제테러조직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미군의 직접 개입을 

통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그러나 이라크 자체 치안 능력이 확보되고 미군 주도의 연합군

이 감축되기까지 앞으로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보다는 이란 핵문제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됨. 

- 중동지역 민주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란 핵

개발 저지를 북핵문제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3

○ 그러나 테러리즘과 직접적인 연계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상당기간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 

- 북한 핵문제는 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해

결책 모색

- 이란 핵문제는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통한 대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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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반도정책 전망

1. 한·미관계

○ 한·미 국방장관은 2004년 10월 22일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으

며,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신설, 향후 1～2년 동안 장

기적 동맹과제를 협의하기로 함.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유지하면서도 한·미 동맹이 장기적으

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 재배치, 미래 동맹 및 SPI 등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

른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추진은 가속화될 것임.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과의 정책 조율을 중시할 것이지만, 전반

적인 한·미관계는 미·일 및 미·중 관계의 고려 속에서 한·미 안보동맹

과 미국의 동북아전략 이해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하려 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한국 사회의 대미 인식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증대될 

것임.

2. 북·미관계

○부시 2기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 사안은 이라크전쟁 해결 및 이라

크 신정부 출범이며 다음으로 이란 핵문제인 바, 동 문제들의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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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되는 상황 속에서 북·미관계 재정립 작업을 추진할 것임. 

- 이 경우에도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요건임.

○ 이에 따라 부시 2기 행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면

서 먼저 핵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게 될 것임.

○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북한이 압박을 느끼게 되고 중국의 북한 설

득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외교와 

강압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용하려 할 것임.

- 일단 6자회담 틀을 통하여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동시에 ‘대

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연습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일 것

이며,

-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서 그 결합 수준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북한식의 압박 전술을 지속할 경우, 미국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

면서, 점차 외교적 방법의 소진에 따른 강압 방식의 선택을 합리화시

켜 나갈 것임.

○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입

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북한이 핵기술, 핵물질 등을 제3국 또는 

테러집단에 확산시키는 ‘미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군사적 수단 선택에는 한계가 있음. 

-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존재, 한국의 반대, 정보 파악의 기술적 

어려움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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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먼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한을 회담으로 유인하지는 않는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이 핵 폐기

에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면, 북한을 국

제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할 것임.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수출·개발도 포기할 경우 북·미 국교 

정상화를 모색할 것임.

○그러나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게 되

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고 대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임. 

- 유엔의 지지를 받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높여 나가면서,

- 북한의 반응 수준에 따라 점차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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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고려사항

○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자유·인권·민주주의의 확장을 기치로 공

세적인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음.

○ 한·미관계 차원에서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패권 부상 

등 동북아지역의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미국의 

현실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한·미동맹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것임.

○한·미관계는 단순한 안보동맹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관계의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임.

○ 대북정책과 관련, 단기적 차원의 한·미관계는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공유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한·미 양국은 북한

의 핵개발 의도,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양국의 평가에서 차이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음.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되어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비태세 등

에 관한 미국의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6자회담에서 강경

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핵문

제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 보다 신축성 있게 대응할 것을 권유함. 

-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맞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을 설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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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

록 남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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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 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어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4-20

發行處  통  일  연  구  원

編輯人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代), 팩스 : 901-2543

印刷處  도서출판 늘   품   전화 : 336-5326

印刷日  2004년  11월   일

發行日  2004년  11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