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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2001년 이후 20년에 걸친 최장기 전쟁에서 ‘승리
없이 철수’하였다. 대외정책의 성공과 실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아프

간 전쟁에서 나타난 미국의 정책 실패를 진단하고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을 도
출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인 감이 있지만, 한마디로 대규모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의 패배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결정

은 단순한 군사력 재배치가 아니라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를 반영한다.
‘America is back.’ 구호를 내세워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곤혹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철군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프간은
또다시 탈레반 수중에 들어갔다. 미국 정보기관은 20년간 공을 들여 재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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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정부와 군이 최소한 수개월은 버틸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잘못된 정

보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임무는 ‘아프간 국가 재건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철군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미국 정보공동체가
전술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전략정보 판단에서도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자못 심
각하다.
아프간 사태가 주는 국제정치적 함의는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를 고려한 미
국의 세계전략 수정, 글로벌 및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동맹 정책에 주는

함의,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신흥안보의 중요성 부각 등이다. 미국의 아프
간 철군 결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
맹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국익 최우선’ 정
책을 노골화한 점과 이로 인한 국제적 위상 및 신뢰도 손상이 장기적으로 한
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없지 않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국
제질서 내 미국의 위상 저하와 중국ㆍ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
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견제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
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과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ㆍ중 양측
으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고, 연루 또는 방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략적ㆍ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에서 아프간 사태의 단기
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이 강화될 소지
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프간 사태는 국제 난민 문제에서 한국
이 더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정부는 아프간 조력자들을 ‘특별기여
자’ 자격으로 수용하였다. 우리나라가 분쟁 지역 외국인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유형의 난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차제에 우리 정부의 난민 정책을 개선하고 난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야 한다.
아프간 전쟁의 의미와 향후 국제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평가하는 데는 시간

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프간 사태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적 함의 및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
는 파급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
제임이 틀림없다.

주제어

아프간 사태, 지정학, 정보실패, 미군 철수, 미중 전략경쟁,
국제정치적 함의, 한미동맹, 남북관계, 난민 정책, 바이든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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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부분의 군사작전 실패는 정보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정보의 실
패는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활용 등 여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
다. 때로는 단수로,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복수의 단계에서 복합적으
로 발생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정보실패는 국내적으로는
9/11 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전쟁과 아
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미
국의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가 대규모 테러의 대상이 된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는 정보실패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에 많은 공을 들였다. 9/11 테러의 원인과 파급영향에 대한 논
의는 한동안 미국의 정치, 언론, 학계의 커다란 주제였다. 하지만 정
확히 20년 후 미국의 정보실패는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9/11 테러로
시작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라는 대외정책에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아프간 전쟁의 종식을 공식적으
로 선언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2001년 이후 20년에 걸친 최장기 전
쟁에서 ‘승리 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규모의 인
력과 재원을 투입한 최장기 전쟁, 즉 ‘아프간 전쟁의 패배’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의 패배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
고 있다. 오히려 9/11 테러 책임자를 응징하고 테러 거점을 제거하
는 등 대테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한다.1) 하지만, “미국
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야심찬 구호를 내세워 집권한 바
이든 대통령에게는 곤혹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
이 미군 철수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프간은 또다시 이
1) 김태주, 2021. “아프간 사태가 남긴 세 가지 숙제: 가치 충돌, 리더쉽 위기, 지정학 리
스크”. 『INSS 이슈브리프 28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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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원리주의의 핵심 세력인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
의 정보공동체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지난 20년간 공을 들여 재건
한 아프간 정부와 아프간군ㆍ경이 최소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
도는 탈레반의 거센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CIA를 위시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01년 가을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ce)는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이며 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Pearl Harbor) 공격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자책
한 바 있다. 아프간 전쟁에 대한 미국 정보공동체와 의회 및 정부의
종합 평가가 끝나면 어떤 탄식이 들려올지 자못 궁금하다. 미국은
9/11 이후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정보기관을 개편하는
등 정보공동체 재건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채 20년
도 지나지 않아 아프간에서 또다시 정보실패를 경험하였다. 풍부한
재원과 인력,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보 수집과 판단 실패는 뼈아프다. 오늘날 미국의 정
보공동체는 17개 정보기관이 협업하면서 대규모 재정을 지원받고 있
다는 점에서 9/11 때 보다 훨씬 혹독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2)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과 달리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과 핵심 측근
들은 미군 철수 발표 후 탈레반의 대규모 공세를 두려워하여 해외로
도피하거나 쉽게 항복하였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프간 시민
2) 미국의 정보 전문가인 MELVIN A. GOODMAN은 정보의 실패가 가져온 외교ㆍ안보
적 참사를 분석한 후 미국의 정보공동체를 또다시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elvin Goodman, “Afghanistan: the Miserable Performance Of The
Mainstream Media”, August 24, 2021,
https://www.internationalpolicy.org/people/Melvin-Goodman(검색일:202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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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레반 보복을 두려워하여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하면서 수도 카
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3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이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의 정권
재장악과 이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
체류 중인 미국인과 현지인 협력자 대피 및 미군 철수를 8월 30일
자로 완료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완료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전쟁을 끝
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
지만 내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아프간이라는 국가 재건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무고한 미군이
희생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철군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에 이어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
군 병력도 조만간 철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2000년 시리아 북부지
역, 올해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에서까지 미군이 모두 철수하면 9/11
테러로 시작된 미국의 중동지역 군사개입은 머지않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전쟁의 성공과 실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그중에는 정
보도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오늘날 정보학에서는 정보의 성공과 실
패를 설명하는데 ‘인지적 편견(cognitive bias)’과 ‘조직문화의 병폐
(pathology)’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의 특성상 성공 사례는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
만 정보실패는 다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에
의해 정보실패 사례가 크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정보실패는 크게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와 정보의 정치화, 정책결
정권자들의 오판 등 정보기관 외적 요소들에서 비롯된 ‘정보 외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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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로 구분될 수 있다. 정보적 실패는 정보 수집의 실패, 정보 분석의
실패 및 정보 활용의 실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프간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적 실패를 위 구분에 따라 자세하게 진단하기에는 아직
은 시기상조다. 또한 아프간 전쟁의 의미와 및 향후 국제질서에 미치
는 함의에 대한 역사적이고 학문적 평가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러나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프간
사태의 전개 과정과 주요 특징 및 국제정치적 함의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동 사태가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사안별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
는 아프간 사태의 특징을 정보실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아프간 사태 주요 특징
1. 아프간의 지정학
지정학에 따르면 국가가 처한 지리적 위치는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3) 아프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반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아프간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아프

3) 지정학(geo-politics)은 정치적 현상을 지리적 환경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
정학이란 용어는 1916년 스웨덴 정치학자 J.R. 셸렌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
며, 이후 영국의 H. J. 맥킨더(Halford John Mackinder)와 미국의 A. 마한(Alfred
Mahan) 등이 연구 영역을 확대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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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지정학적으로 제국의 교차로에 있다. 고전적 지정학에서 말하는
소위 유라시아 ‘심장 지대(Heartland)’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으며, 이
로 인해 아프간과 그 주변 지역은 빈번하게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19세기에는 제정 러시아와 대영제국 간의 세력 경
합이 일어났던 소위 ‘대격전(Great Game)’의 주 무대였다.4) 2차 세
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기에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부딪히는 주
요 접점 중 하나였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인
핵확산 및 이란의 부상과 맞물려 아프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핵
경쟁을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아프간은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인
도, 파키스탄과 인접해 있다. 인도-파키스탄 간 대립, 중동 맹주를 노
리는 이란의 지역 전략과 연계되어 아프간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 층
더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ㆍ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
는 점도 아프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둘째, 아프간은 이슬람 테러 세력의 핵심 거점이다. 아프간은 전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이고 이슬람 테러리즘의 허브로 9.11 테러의 주
범인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다가 미국의 군사적 공격
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완료를 밝히면서 9/11 테러
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등 미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5) 그러나 앞으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이 반서방 테러의 핵심 세력인 알카에다(Al-Qaeda)의 주요 거
점이 될 우려가 있다. 아프간 남동부 낭가하르 주와 코나르(Konar,
주도 아사다바드(Asadabad) 주를 중심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신장ㆍ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 러시아
4) 인남식, “바이든의 게임”.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544456438932466&id=1000
01044654047 (검색일: 2021.11.9.)
5) 김태주, 앞의 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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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첸 반군, 이란 반정부 요원들도 아프간에 산재한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6) 또한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간은 신안보 또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
y)7) 위협의 집약지대이다. 전통 안보에서는 군사력과 전쟁이 중심이
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에는 사이버안보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감
염병, 테러리즘, 이민과 난민 문제, 에너지ㆍ자원 문제, 마약 등 여러
가지 신흥안보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아프간은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전통 안보와 관련된 쟁점 외에도 최근 부상하는 새로운 신흥안보 분
야의 쟁점도 혼재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은 2001년 탈레반 정권 붕
괴 후 2021년 중반까지 약 300만 명이 발생하여 단일 국가로는 최
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탈레반 재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종교
적, 인도적 난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1년 이후 전
세계 마약의 최대 공급지다. 전 세계 아편ㆍ헤로인 공급의 92%를 점
유하고 있어 마약은 이 지역 비전통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약과 난민 문제와 더불어 테러리즘의 만연, 빈곤의 문제, 탈
레반(Taleban) 치하 여성 차별의 문제, 높은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제 요소들이 혼재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아프간 사태에서 나타난 정보실패
이번 절에서는 정보실패의 관점에서 아프간 전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 정보기관의 실패는 전략정보 수집ㆍ분석의 실패와 전술정

6) 인남식, 앞의 글.
7) 신안보 또는 신흥안보 관련 내용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권택광 외) 간행, 2021.
『2020 글로벌 신안보 Review』(202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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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실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Strategic Intelligence(전략정
보)란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첩보가 아닌 국가정책지도자들이 종합적
인 국가정책의 수립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의미
한다. 전략정보를 위해서는 자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타국의 능력과 취약성은 물론 우리가 취할 적합
한 대안과 행동 방책에 관한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따라서 전략정보
실패는 필연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 즉 전략정보는 개별 기관이 아닌 국가 수준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하여
각 정보기관에서 수집, 분석, 평가된 정보가 종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집ㆍ작성된 전략정보는 평시에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책의 기초가
되고, 전시에는 총력전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군사작전 계획의 기
초가 된다.
반면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 or operational intelligence)
는 전략정보와는 구별된다. 전술정보는 국가 정책결정자보다는 작전
에 임하는 일선 사령관이 이용하는 정보다. 사용 주체의 측면과 아울
러 정보의 깊이와 폭에서도 전략정보와 구별된다. 전략정보가 종합정
보인 데 비하여, 전술정보는 부문 정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전술정
보는 특정사안 관리를 위해 현재의 상태와 동향을 즉각적으로 파악
하여 제시하는 등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나 또
한 집약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8)
클린턴 행정부 시절 CIA 국장을 역임한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는 1993년 2월 상원 정보위에서 진행된 신임 CIA 국장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신흥안보 위협의 특징을 한마디로 “복잡하고 난
해한 것(extraordinary in their complexity and difficulty)”으로
8)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에 대해서는 「경찰학사전」(2012. 11.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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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였다.9) 울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
제사회는 전통 안보와는 또 다른 유형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노출될
것을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미 30년 전에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여야 의원들의 전문성 검증에서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새로운 종류의
안보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다.10) 울시는 21세기에 미국이 직면할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의
복잡성과 미국의 정보실패 가능성을 미리 예견한 듯하다.
아프간 전쟁은 9·11 테러 발생 약 한 달 후인 2001년 10월 7일
부시 대통령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탈레반을 축출하기 위해 ‘테러
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 세력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침공했다. 전쟁 초기 미군의 전술목표는 탈레반 정권 붕괴였으며, 압
도적 군사력으로 무장한 미군은 손쉽게 탈레반 세력을 진압하고 미
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행운은 거기
까지였다. 2005년부터 탈레반 세력이 전열을 가다듬어 본격적인 반
격에 나서면서 아프간 정세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년 가
까이 지속되면서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해외 전쟁으로
기록되었다. 그것도 실패한 전쟁으로 말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던 2011년 5월 1일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
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을 계기로 미군은 아프간의 내
정과 치안 유지 활동을 아프간군과 경찰에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이
9) Kilcullen, David. 2020. 「The Dragons and The Snakes: How the Rest
learned to fight the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pp.9-11.
10) 울시는 냉전 종식 직후에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는 힘을 합쳐 냉전 이후 신안보 위
협에 적극 대응이 긴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신흥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 ▷▷ 권택광 153

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4년 5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
의 공식 종료 계획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아프간 내 혼란이 심화하자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백지화하였다.11)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은 2017년 1월 취임한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2020년 2월 29일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
반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에 합의하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5월까지 미군을 아프간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선언
하였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미-탈레반 평화회담에서 미국은 두 가
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알카에다 등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세력과의 협력 및 연결을 중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
프간 내 여러 정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간에 신정부를 구성
하기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탈레반은 이에 동의하였다.12)
트럼프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지난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3개월도 안 된 4월 14일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2021년 9
월 11일까지 미군을 완전하게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7월
8일에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임무를 8월 31일까지 종료하겠다고 선
언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섣부른 철군 완료 로드맵 발표로 인한 후
폭풍은 자못 심각하였다. 먼저 바이든의 조기 철군 완료 발표는 탈레
반의 대공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탈레반 세력이 예상보다 훨
11) 인남식, 2016. “미국과 러시아의 대(對)중동정책 변화 고찰: 오바마와 푸틴 정부의
지정학적 중동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32권 1호). pp. 163-187.
12) 2020년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미-탈레반 평화회담에서 미군 철군관련 두
가지 전제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알카에다 등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세
력과의 절연, 기존 제정파 협력을 통한 아프간 신정부 구성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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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빠른 속도로 수도 카불로 진격하자 이에 놀란 아쉬라프 가니 아
프간 대통령은 황급하게 국외로 도피하였다. 또한 미군의 성급한 아
프간 소개 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카불 국제공항은 사실상 마비
되고 급기야 공항 인근에 대규모 테러로 이어졌다.13) 이러한 상황에
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며 싸우는 과거의 실
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탈레반 진격의
책임을 무능한 아프간 정치 지도자와 아프간군에 전가하였다.
아프간 철군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으로 바이든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는 훼손되고 있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 진
입하자 미국은 현지 대사관 직원 및 아프간 내국인 협력자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데 급급하였다. 이는 사이공이 함락된 1975년 베트남을
연상시키면서 ‘아프간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실패의 관점에서 아프간 사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첫째, 미국 정보공동체가 아프간 현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였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 대규모 인원과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
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년 동안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치르
면서 부채로 조달한 전쟁 비용이 2조 달러를 넘는다.14) 아프간군 훈
련과 장비 구축 등에 100조 원 이상을 썼다. 그러나 미군이 지원한
첨단무기 대부분은 테러리스트 세력의 수중에 떨어졌다.15) 아프간
13) 김태주 앞의 글. 8월 26일 13명의 미군을 포함해 최소한 1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
생한 IS-K의 하미르 카르자이 국제공항 인근 자살 폭탄 테러가 아프간 혼란의 정점
이었다고 설명한다.
14) “[그래픽뉴스] 숫자로 본 아프간 전쟁,” 연합뉴스 TV, 2021년 8월 17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17016900038?utm_source
=dable(검색일: 2021년 8월 20일).
15) “[이슈큐브] 막 내린 아프간 전쟁…야만의 탈레반 '변신' 주목,” ” 연합뉴스 TV, 2021
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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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따른 인명피해는 미군 2,500명을 포함해 17만 명 이상이 희
생되었다.16) 아프간 전쟁으로 난민도 대거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40만 명이 피란길에 나섰고, 이 가운데 80%가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이다. 미군 철수와 탈레반 재집권으로 향후 350만 명 이상의 대
규모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17) 그러나 이러한 아프
간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은 턱없이 부족했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
석도 미흡하였다. 단편적인 첩보, 즉 전술정보는 넘쳐났다. 하지만 아
프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필요한 전략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였
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아프간의 지정학은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은 글로벌 국제질서 속에서 서남아시
아의 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였다. 얽히고
설킨 다양한 부족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
력의 부족도 지적할 수 있다. 아프간의 종족 정체성, 부족 네트워크
간 이합집산, 외세에 대한 저항 의식 등이 혼재된 상황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아프간 안정화 작전에 성공할 수 없었다.
둘째, 미국 정부가 아프간 전쟁의 목표를 테러 세력 제거에서 현
대국가 건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보기관의 역할 한계이다.
미국이 2001년 10월 처음 아프간 전쟁을 선언한 초기 전쟁의 목표
는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알카에다 거점 파괴와 핵심 테러리
스트 제거였다. 이러한 초기 전쟁 목표는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달성하였다.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된 결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17014000038(검색일:
2021년 8월 20일).
16) 미군 2,448명, 미군 용병 3,846명, 나토 동맹군 1,144명, 아프간 민간인 4만 7,245
명 등 사망
17) UNHCR 발표 난민 연례보고서. 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검색일: 2021.10.30.)

156 국가정보연구 제14권 2호

과였다. 그러나 초기 목표를 달성한 이후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종료
하지 않고 전쟁의 목표를 ‘책임 있는 민주국가 건설’로 전환하였다.
부시 행정부를 장악한 당시 네오콘 세력의 과도한 자신감이 원인으
로 작용했다. 하지만 네오콘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공동체도 정책 전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 정보기관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신속한 전략정보를 제
공했더라면 전쟁 실패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전투
에는 승리하고서도 민주주의 확산과 현대국가 건설이라는 전쟁 목표
는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탈레반의 가
시적 조직 자체를 붕괴시킬 수는 있어도, 아프간 내에 오랫동안 축적
되어 온 부족 단위의 저항 정서 및 탈레반의 이념을 이해하는 수준
은 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더 고난도의 정보 수집 및 분석전략이
요구되었다.
셋째, 전술정보의 수집 실패를 들 수 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세계 최강 미군도 현지의 낯선 환경과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
지 않았다. 반면 탈레반 반군은 현지의 지형지물에 익숙하고 거미줄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현지 탈레반 전투 요원에 대
한 효과적 전투 전술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적 지원마저 미
흡한 것이 전투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미군은 험준한 산악지형에
서 치고 빠지는 기습공격에 수시로 노출되었다. 전술정보의 부족으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통한 탈레반 거점 파괴 실패, 부정확한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확산 등이 제기될 때마다 미군은 작전보
다는 해명에 급급해야 했다. 파키스탄과의 연계 차단 실패도 지적해야
할 요소다. 유사시 아프간 탈레반은 인근 파키스탄으로 일시 피신하여
전열을 정비한 후 다시 아프간으로 재진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
다.18) 이것은 군이 아닌 정보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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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프간 전쟁에서도 정보의 정치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프간 전쟁이 진행되는 20년 동안 미국의 행정부는 공화
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공화당으로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도 정보의 정치화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같은 정보도 정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다. 이러한 정보의
정치화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춤을 췄고 궁극적으로 아프간 정부와 군의 역량 강화 실패로 이어졌
다. 아프간 정치집단은 미국 국내 정치의 대결 구도와 정보의 정치화
현상을 십분 활용하였다. 아프간의 친미 정부는 아무리 무능하고 부
패해도 워싱턴의 비위만 맞추면 첨단무기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
었다. 고위 공직자의 횡령과 독직이 지속되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도 아프간 정부와 군의 역량은 개선되
지 않았다. 특히 아프간 정부군(Afghan National Defense Force.,
ANDF)의 부패와 무능이 심각하여 미국이 압도적인 화력과 훈련을
제공해도 정부군이 열악한 탈레반을 이기지 못하는 역설이 지속되었
다.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온 아프간 국민의 외세와 외세
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이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아프간 전쟁과 관련한 정보공동체의
‘전략적 경고 실패(failure in providing strategic warning)’를 질
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탈레반 위협에 대
한 정보공동체의 전략적 및 전술적 정보 수집, 분석, 평가는 부족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정치화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19) 진실이 어떠하던 아프간 전쟁
18) 인남식 앞의 글.
19) Paul R Pillar, “Intelligence and US foreign policy”. 일례로 미국의 전직 정보
기관장인 클레퍼 전 DNI 국장 등 정보 분석가들은 아프간 관련 전략적 정보는 충분
(strategic-level intelligence assessments of bin Laden and al-Qaed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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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실패의 파급영향이 장기적이고 전략적 수준(strategic
consequences)임은 틀림없다.

Ⅲ. 주요국 대응 실태 및 국제정치적 함의
1. 미국의 대응 실태
미국의 아프간 전쟁 참전과 안정화 정책의 목적은 첫째, 아프간
과 파키스탄 내 테러 세력들의 연결망 와해, 둘째, 아프간에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민주 정부 수립, 셋째, 대테러전을 주도할 수 있는 아
프간 자체 치안군과 경찰 양성 등 크게 세 가지다.20)

미국이 아프

간 전쟁에서 실패한 것도 위의 세 가지 요인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
다. 우선 미국은 전쟁 초기 군사적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을 몰락시킨 이후 아프간의 민주국가 재건을 위한 장기적 전략
이 부재했다. 미국은 역사와 문화, 국민 정서가 완전히 다른 아프간
의 특성을 간과했다. 아프간이라는 전통과 현대가 혼재하는 복잡한
나라에 현지에 정착된 기존 제도들을 개혁, 보완하기보다는 이를 전
면 제거한 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애초에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철수
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헨리 키신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아프
간에서 미국이 실패한 이유’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미국 정부

in fact remarkably good) 하였으나 정보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20)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제
109호 (2015년 가을) 참조.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 ▷▷ 권택광 159

의 ‘창의적 외교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미국이 ‘탈레반을 궤멸하는
것 대신 테러 세력을 봉쇄(containment)하는 것으로 전술목표를 조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21)
둘째, ’아프간에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민주 정부 수립‘ 목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현지 특성을 간과했다. 아프간 국가 지도자의 역량
미흡과 고위 정치인의 부패는 상시적이고 구조적 현상이다. 몇몇 개
인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반외세 정서가 강한 아프간
에서 미국이 급조한 친미 정부는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후원하는 정치인 및 관료의 부정부패와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아프간 전쟁 실패를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정부보다 더 장악력이 높은 지방 군벌이 전 세계 마약의 75% 공급
하고 있다. 이들이 중앙 정부의 지시를 순순히 따를 리가 없다. 마약
수송로와 전략적 요충지를 지방 군벌이 장악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이 마약 밀매 등으로 축적한 엄청난 부는 국가의 민주화와 근대
화를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아프간 정부군과 경찰의 정예화’ 목표도 위 두 번째 요인
과 연결되어 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아
프간 군경은 탈레반 반격에 무너졌다. 통계상으로는 30만 명에 달한
정부군이 무기력했던 것은 아프간 군인들의 동기 부족과 부패한 지
휘체계, 높은 문맹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아프간 정부군
은 수적으로는 탈레반을 압도했고 무기체계도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아프간군이 충원하는 신병 중 불과 5% 남짓만이 초등학교 수준의
읽기가 가능할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다. 이러한 군인마저 통계상으로
21) Henry Kissinger, “Why America failed in Afghanistan,” Economist, August
25, 2021,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1/08/25/henry-kissinger-on-w
hy-america-failed-in-afghanistan (검색일: 2021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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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집계되었을 뿐 실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함량 미달의 군대와 경
찰로는 이념으로 무장한 탈레반의 대대적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었
다.22)
이러한 점을 들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의 아프간 전
쟁 시작 자체를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교
수는 부시 행정부의 아프간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거대한 환상’이라
고 지적하였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
다. 금융위기와 미ㆍ중 전략경쟁을 거치며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더
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
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이 당면한 제1의 외교적 과제는 중국 견제라고
주장한다. 이제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프간 전쟁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 결정이고 실패
를 잉태하고 있었다.23)
바이든에 따르면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
미국은 제한된 인력과 재원 및 전략자산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부상
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집중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아프간에서 탈레반 독재 시대가 재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군을 강행하였다. 이는 ‘아프간 전쟁’을 다음 세
대에 넘길 수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
국민도 이를 지지하였다. 아프간 철군을 결정한 지난 7월 바이든 행
22) 탈레반 지도자들이 아프간 정부군을 상대로 현금 유혹, 가족 협박, 관대한 처분 등을
약속하면서 무장을 해제시킨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23) 설리번 보좌관은 2020.5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미중 경쟁은 미소
냉전과 다르다. 오늘날 중국은 냉전 시기 소련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외
교적으로 더 정교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인터넷 블로그 “바이든의 '제갈량'-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https://blog.naver.com/oilmann/222225505441(검색이리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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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지지율은 70%에 달하였다.24)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의 안정적 통치 구조 확립을 위해
탈레반을 압박, 회유하며 연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
나 아프간은 내연성이 강한 지역인 만큼 최악의 경우 아프간 상황이
내전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아프간 상황이 최악으로 치
달아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은 자국과 나토의 철수 이후 아프간 관리의 핵심 주체는 개별 국
가가 아닌 유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심 아프간의 안정적 관
리가 어렵고 만성적 갈등 국면이 지속되더라도 이는 지역 강대국인
이란과 중국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아프간의 혼란 상황은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
하는 러시아 푸틴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2. 중국 등 인접국 입장
중국은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아프간에서 미국을 대체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프간 신정부와 일정 정도의 협력 기조를 유
지하면서, 아프간발 위기 요인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당면 목표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강
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물론 아프간 신정부도 이를 잘 인식하
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군의 철군을 외형적으로는 환영하면서
도 내심 향후 아프간 정세의 불가측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그러나 8월 26일 카불 공항 테러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철군에 대한 지지율은 50%
대로 급락하였다. NYT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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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미군이 떠난 이후 아프간의 정치 지형을 예의 주시
하면서 사안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국제
적 위상 약화를 내심 반기고 있다. 역내에서 미군이 철수 함으로써
생기는 힘의 공백도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중국에게는 긍정적인 요인
이다. 그러나 아프간 지역에 혼란이 지속되어 이슬람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발호할 때 인접한 중국 신장ㆍ위구르 지역의 정국 불안을 촉
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프간의 정치 및 군사적 불안은 중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아프간 전쟁이 지속된 지난
20년 동안 안보 부담을 맡던 미국의 공백이 초래할 불가측성에 긴장
하는 이유이다. 당분간 중국은 아프간에 직접적 개입은 자제하는 가
운데 최대한 위협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76km에 이르는 아프간과 중국 접경 지역인 와칸 화랑과 타지
키스탄 국경을 통해 중국 서부 지대로 이어지는 아프간 연계망에 대
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아프간 사태를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의 양면
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아프간 정정 불안으로 내전으로 진
입하면 각 정파의 무장 세력이 중국 내부로 넘어와 중국의 국내 정
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탈레반의 공포통
치로 아프간의 인권상황이 악화하면 중국의 인권 문제가 주목받을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은 향후 탈레반과
의 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에 기회요인은 아프간
집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일대일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잇는 연결망을 완성하여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육상 연결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아프간, 파키스탄, 중국 간 3각 협력 축
을 만들어냄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시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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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있다.
러시아는 아프간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서 중국
보다는 다소 느긋해 보인다. 미군 철수로 인한 아프간발 위협에 러시
아의 핵심 이익이 당장은 크게 위협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라시아
구상을 통해 글로벌 및 지역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푸틴 대
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러시아 연방 내 이
슬람계 공화국의 분리주의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
서 아프간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의 러시아 영내 전파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아프간 사태로 인한
파급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및 파키스
탄과의 물밑 협력도 추진 중이다.
한편 중동지역 강대국인 이란의 동향도 주목된다. 이란은 아프간
에서 미군 철수를 반기면서도 미국이 떠난 아프간이 국제 테러 세력
의 거점이 되거나 내전으로 들어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프
간 내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는 이란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란은 최근 카불 공항 테러
의 배후로 알려진 IS-K의 위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프간과 그
주변 지역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의 적대감 확산을 우려하고 있
다. 아프간발 마약 확산도 중요한 문제다. 현재 이란 내에는 약 4백
만 명 이상의 마약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는 마
약의 주 공급원으로 아프간의 군벌 세력을 의심하고 있다.25)

3. 국제정치적 함의
아프간 사태가 주는 국제정치적 함의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살
25) 인남식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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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다. 첫째,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아프간 철군의 연관성
이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전격 철수한 것은 이제 미국의 외교적, 지
정학적 전략의 중심추가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었음
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미국은 중동을 비롯한 지역 관여를 단계적으
로 줄이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말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 개최를 개최하였다.26)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그간 미중 정상은 두 차례 전화 통화와 한 차례 다자 화상회의(7월
APEC)에만 참석하였다. 아프간 철군 이후 바이든의 외교정책 초점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ㆍ러 견제 및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다. 이를 위해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규합을 모색하였다.27) 앞으로도 바이
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
상된다. 테러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나토 등 동맹·우
방국과 연합전선을 조직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글로벌 및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다. 코로나19로 세계
화의 추세는 멈추고 각자도생이 모색되는 등 국제 및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 실패와 미군 철수 과정에서
의 혼란으로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아프간은 지정
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바다가 없고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중앙아, 남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알렉산더ㆍ칭기즈칸

26) 연합뉴스 2021.11.10. “내주 바이든-시진핑 화상 정상회담…날짜는 협의중"(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006152071?input=1195m(검색일:
2021.11.10.)
27) 연합뉴스, 2021.11.8. "내달 바이든 주최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8008700071?input=1195m(검색
일: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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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는 ‘정복자의 고속도로’라는 별칭도 얻었다. 20세기 들어 영국,
러시아, 미국 등이 거쳐 간 ‘강대국의 무덤’이기도 하다. 탈레반은 미
국의 침공 이후 2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 주변국의 이해득실은 복잡하다. 이들은 탈레반 재집권이 가져올
역내 긴장과 역학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준동으로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프간 사태
가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오판을 비난하는 여론도 비
등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 철수는 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가
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부
상, 파키스탄과 인도의 반목, 이란의 야심과 맞물려 중동에서 아시아
에 이르는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를 반증한다.28) 아프간 주변국
들의 복잡한 셈법은 향후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전반적으로 탈레반의 재집권을 반기
는 분위기다. 탈레반의 기반인 파슈툰족이 파키스탄에 대규모로 거주
하고 있다. 이를 지렛대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터키
와 유럽은 아프간 사태 악화로 대량 난민 발생을 우려한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동맹 정책에 주는 함의이다. 향후 미국 여론은 바이
든 외교정책 지지 대 반대 세력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29) 미국
은 아프간 철군이 동맹국과의 신뢰 균열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프간 철군 관련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나토ㆍ일
본 등 일부 동맹국의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
국과의 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프간 철군으로 인한 혼란
28) 강선주.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지속 가능성: 국내 정치 필요조건과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에 함의,” 국립외교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18 (2021.4)
29) 박인숙, “‘베트남 신드롬’과 ‘커크패트릭 독트린’,” 『미국사 연구』, 제29집 (2009.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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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속히 수습하고 글로벌 대중 견제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지지와 후원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 의회
에서 정보기밀 동맹인 Five Eyes 확대 논의가 제기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넷째, 테러 대응 및 난민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갈
등 가능성이다. 국제사회는 탈레반 재집권을 계기로 IS와 알카에다
같은 급진 테러 단체가 재건되는 것을 우려한다. IS 호라산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테러를 자행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미국은
철군이 진행되던 8월 26일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 폭
탄테러 책임자를 응징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했다. 미국
이 신속하게 보복 공습을 단행한 것은 극단주의 테러가 여타 지역으
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또다시 테
러와의 전쟁이라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규모
아프간 난민도 미국과 유럽의 협조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아프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에는 이미 아프간 난민 300만 명이 있다. 터키
와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아프간 난민 유입을 걱정하면서 국경 통제
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 철군 계획이 발표된 이후 탈레반의 진격이
예상외로 빨랐고, 아프간 정부 지도자의 망명과 정부군의 궤멸도 예
상보다 빨랐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상황관리에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이러한 혼란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아프
간이 또다시 테러 세력의 거점이 되고 글로벌 난민 위기가 증폭되면
미국과 유럽의 갈등도 재연될 소지가 있다. 특히 EU는 시리아 내전
때처럼 아프간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염려한다. 난민 할당
제를 둘러싸고 EU 회원국 간 결속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
이다.
마지막으로 아프간 사태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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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각하였다. 신흥안보 위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30) 첫
째, 잠재성과 불가측성(不可測性)이다. 신흥안보 위협은 평소에는 수
면 아래에 잠복하여 있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가 곤란하다. 이로 인해 평시에는 경계심을 늦추거나 징후 탐지 노력
을 게을리하기 쉽다. 신흥안보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사태 발생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
대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초국경성이다. 신흥안보 위협에는 국경의
개념이 없다.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확산하는 특성이 있다. 아프
간에서 시작된 테러리즘, 마약,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은 지대하다. 국가 단위를 초월하는 신흥안보 위협은 대응 거버넌스
의 주체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신흥안보는 어느 한 국가가 단
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국제협력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패러다임 전이(Paradigm shift)의 특성이다.31) 기존 패러다임
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현상이 양적 팽창을 통
해 임계점에 달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거쳐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32)
이는 신안보 위협에도 적용된다.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어느 순간
에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
컴퓨터 악성코드는 어느 순간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
로 진화한다. 넷째, 신안보는 연계성(Issue Linkage)의 특성이 있다.
30) 신흥안보 위협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권택광 외)이 2021년에
발간한 『2020 글로벌 신안보 Review』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31) 김상배,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제4호 (2020 겨울). 김상배 교수는 이를 ‘양질전화(量質轉
化’의 특성이라 부른다.
32) Kuhn, Thoma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Thomas
Samuel Kuhn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로 1962년 발간된 상기 저서를 통해
‘paradigm shift’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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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 위협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확대
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유
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뿐만 아
니라 식량 위기로 연계되면서 환경안보의 문제로 인식된다. 난민 문
제는 전염병, 실업문제, 사회질서 불안정, 문화적 정체성, 인간안보의
위협과 테러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신안보의 특성으로 인
해 아프간 사태가 악화되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영향 및 고려사항
1.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미국의 아프간 철수가 한미동맹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
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 일각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다. 미군
의 갑작스러운 철수로 인한 아프간 정부군의 괴멸과 이로 인한 국민
의 불안과 혼란을 보면서 "과연 미국의 안보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
는 이른바 동맹 회의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동맹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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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철수는 미국의 동맹 정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도가 하락
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감소하는 것과 맞물려 안보 불안
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술적 공약만으로 동
맹국 내에서 제기되는 ‘동맹 위기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사
실 한국 등 동맹과 아프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에도 '베트남 철수'를 비롯하여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
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주변 상황
에 변화가 생기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33)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주한미군 주둔 비
용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은 주
한미군 분담금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한국은 워싱턴
으로부터 동맹국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과 비용 분담 확대 요구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주요한 국익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소모적인 미군 파병을 수
용할 수 없다는 미국 내 여론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나라이다. 이번 아프간 사태는 여론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
켜 주었다.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미국이 중동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의 초점을 인도-태
평양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추가 중동
33) WP, 2021.9.8.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센은 "한국도 미국의 지원 없이
이런(탈레반) 공격을 받는다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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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연루 혹은 방기의 부담을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은 그간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일방에 기울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 또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
국 압박 전선 동참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의 외교·안보·경제적압박도 가중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
열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값은 한층 더 높아질 소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하여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첫째, 아프간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
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정치·군사적 능력 약화
와 바이든 대통령의 불안한 리더십은 중국과 러시아 등 도전 세력을
더 담대하게 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흐름에 편승을 시도할 가능성
도 있다. 미국은 철군을 발표하면서 "아프간 정부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지원 약속은 공허하다. 예상보다 빠
르게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고, 쫓기듯 도피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위상 저하를 실감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아프간 사
태는 미국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였고 이는 동북아 지역의 불안 요인
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둘째,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
다. 미국은 철군 이후의 복잡한 국내외적 비판과 혼란을 수습하느라
새로운 대외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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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이 생길 것이고,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철군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정
부는 아프간 철군을 미국의 대외정책 실패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아프간의 주권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위해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는 등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미국이 빠
져나간 힘의 공백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
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는 당분간은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미국 회의론을 틈타 영향력 경쟁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
유하려는 중국의 야망은 장기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이어
질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역할도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군 철수로
아프간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 본격 가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34)
아프간에서 발을 빼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
대를 한 것으로 관측된다.35) 러시아는 이슬람권에서 영향력이 큰 이
란, 이라크, 파키스탄, 터키 등과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이 떠난 틈새를 공략해 아프간을 비롯한 중동지역 내 영향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
시아도 아프간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
34) “중, 이슬람 4국과 고위급 소통…대테러 훈련도,” 연합뉴스TV, 2021년 8월 19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19024700641?utm_source
=dable (검색일: 2021년 8월 29일).
35) Sarah Zheng and Kinling Lo, “Risks and opportunities for China in Taliban’
s return to power in Afghanistan,” South China Morning Post, 16 Aug, 2021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45142/china-russia
-embassies-stay-put-afghanistan-us-and-allies-flee (검색일: 2021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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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미국에 대한 탈레반 정권의 반감을 파고들면서 아프간에서 힘
의 공백을 메우고, 아프간의 지정학적 특성을 이용해 중동지역 영향
력 확대를 시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아프간과 국경을 맞
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재집권은 중국과 러시아의 외
교ㆍ안보 전략에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중
국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한 철수”를 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철수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신
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단기간 안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그런
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간 재건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프간 안보 상
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건
을 위해 외국의 지원이 필요한 탈레반과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
과 러시아의 필요로 당분간 밀월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다만 중국은
신장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자극
을, 러시아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세력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어 밀월
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

3. 남북관계 파급영향
단기적으로 아프간 사태의 남북관계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
후 북한의 대남 실망과 적개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당 창
건 75주년 행사(2020년 10월)와 8차 당대회(2021년 1월)를 통해 자
력갱생, 이민위천, 일심단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대북 제재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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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장기화 및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맞서 김정은은 내부 기강
단속과 경제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36) 김정은은 8차 당대회(2021.
1.5~1.12) 이후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 회의, 세포비서 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시종일관 ‘고난의 행군’, ‘내부 결속’, ‘비사회주의 풍
조 척결’ 등 국내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남북연락사무소를 복원하는 등 다소 온건한 조치를 하였으
나 여전히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내세워 미국의 대화 제의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강대강, 선대선’ 원칙과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 등 발언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미국의 ‘조건 없는 만남’ 제의에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
미대화를 끌어낸다는 2018년 방식을 북한이 더는 신뢰하지 않고 있
음을 의미한다.37) 이런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아프간 사태가 북한의
대남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프간 사태를 보는 북한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조기 철군과 이에 따른 지역 혼란을 미국의
리더십 몰락 징조라며 대미 비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아프
간 사태와 관련하여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제3국에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는 소재로 활용하
고 있다.38) 북한은 8월 20일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36) 이수석 외.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정불안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통권 299호 (2021.10.18.).
37) 노동신문, 2019.4.15.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이후 대외전략을 집약해 발표한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보도.
38) 북한
8.21
하여
8.22

언론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간접 비난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미국을 간접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
“서방이 벌이고 있는 반테러전이란 명백히 테러를 구실로 주권 국가들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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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국가”라는 논평을 인용하며 대미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다음날에는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중국 왕
이 외교부장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미국 비난 발언을 소개하였
다.39)
중ㆍ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아프간 전쟁을 보면서 첨단무기가 동
원되는 현대전에서도 지구전과 사상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깨
달았을 것이다.40) 내부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를 사상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의 대응을 관찰하면서
북한은 아프간 사태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비롯해 향후 한·미 균열
과 남·남 갈등 조장을 위한 전략에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미
군 철수로 촉발된 군사적 공백을 이용해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
악한 것을 보고 성취감을 어느 정도 느꼈을 수도 있다. 미국이 당분
간 아프간 사태 수습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북한 문제가 미
국 외교정책에서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먼저 ‘적극적 대북 관여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
전복과 저들의 군사 경제적 이익을 노린 국가 테러 행위, 인권 말살 행위”라고 미국
을 간접 비난
8.24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의 미국 비난 목소리를 전하며 “이번 사태는 미국
이 서방식 민주주의 가치관을 선전하는 데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폭
로했다”고 주장
8.26 이란 대통령의 경고를 인용하여 “미국에 대한 비난과 조소는 주권국들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정책이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8.27 ‘미국과 서방의 인권, 인도주의 타령의 진면모’ 제하 글에서 “미국식, 서방식 인
권과 인도주의를 자막대기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횡포 무도하게 간섭해 왔다”고
지적 등
39)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2021년 8월 “미국은 강권과 군사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주장
40) 이수석 외 앞의 글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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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그러나 아프간 사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미국이 북핵
문제의 진전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결
론적으로 당분간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같은 극
적 이벤트에 매달리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북정책의
기반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민·난민 정책 관련 고려사항
아프간 사태는 난민 문제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41)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와 대사관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 391명이 8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우리나라가 분쟁 지역 외
국인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수
용하면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난민과 조력자의 구별이 모호하다. 향후 이들
의 법적 지위 대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프간 난민수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감을 사지만 향후 난
민수용 및 지위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정부는 차제에 한국에 온 난민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킬 방법은 무
엇인지 등 각론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 혼란과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아프간 난민은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이
민·난민 유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국론분열과 사회부
담도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제사회가 난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할 가
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쟁 난민뿐만 아니라 기후난
4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 월보(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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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2021년 10월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은
약 3천만 명으로 추산된다.42) 현재 세계 난민수용 상위 5개국은 모
두 개도국이다. 난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식 변화와 국
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으로 인한 난민이 증가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가 수용해야 할 난민 규모도 더욱 늘
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 다수는 유럽 난민 위기 당
시 극도로 혼란했던 모습을 보면서 난민 문제를 사회불안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43)
2007년 한국인 선교단체(샘물교회)의 집단 납치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슬람 테러리즘'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
프간 특별기여자 수용과 향후 난민 유입 증가는 이슬람 반대 정서를
소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 반열
에 올라선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증가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난민수용의 기본원칙은 난민의 인권 보호다.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자국에 조력한 아프간인
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난민수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와 함
께 국익도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프간 난민수용을 계기로
우리도 ‘보충적 난민수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다. 아프간 난민의 안정적인 정착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이
를 근거로 현행 난민 정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아프간 난민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특별기여
자” 신분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일시적인 방편이다. 향후 난민수용의
트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난민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에 도움이
42) UNHCR 홈페이지(https://reporting.unhcr.org/donor-ranking), UNHCR 한국대
표부 2020년 연례보고서 등 참조.
43) 2020년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난민수용 찬성은 33%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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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난민 수용성은 아직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
다. 6.25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 선진국에 들어
선 만큼 이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난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
면한 과제이자 의무이다.

V. 결 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31 아프간 전쟁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였
다. 이로써 20년에 걸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막을 내리고
미국이 축출을 목표로 하였던 탈레반 정권이 20년 만에 카불로 복귀
하였다. 아프간 전쟁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미국 국내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미ㆍ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아프
간과 확연히 다르기는 하지만, 아프간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 아프간 사태의 진행 경과와 국제정치
적 함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외교ㆍ안보에 주는 다양한 파급영향과
고려사항을 진단한 이유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외부의 지원
이 있어도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
킬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아프간 지도층은 무능했고 정부군
과 경찰은 좋은 훈련을 받고 첨단 장비로 무장했으나, 부패하고 싸울
의지가 없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순식간에 무너졌다. 미군 철수
발표 이후 탈레반의 급속한 진격 소식에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
령은 재빨리 국외로 도망쳤고, 아프간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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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놓았다. 미국이 20년간 2,6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쏟
아부었지만, 아프간을 지킬 수 없었다. 미국은 2,500명 이상의 훈련
된 병사를 잃었으며,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하면 아프간 전쟁에서 17
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너무나 빠르고 허망한 아프간 정부와 아프간군의 붕괴에 전 세계
가 놀랐다. 이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야심찬 군사적 개입
은 대실패로 막을 내렸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거버넌
스, 지도자의 자질, 국민의 사상, 경제적 부가 모두 중요하다. 결국
가난이 탈레반 같은 종교적 극단주의를 뿌리내리게 했고, 종교적 극
단주의로 인해 더욱 가난해진 것이 아프간 현대사의 모순이자 슬픔
이다. 미국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은 끝났으나 아프간 국민에게는 이
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근 카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증명
하듯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제일 큰 희생자이다.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 필사적으로 비행기에 매달렸다 공중에서 떨어진 아프간 젊은이
들을 보며 아비규환의 의미를 되새긴다. 생지옥이 따로 없으며 인권
과 문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탈레반에 대한 공포와 생존을 위
한 탈출의 절박함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반세기 전에는 베트남 주재 미국대사관과 사이공 공항이 베트남
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당시 베트남 탈출을
위해 이륙하는 헬기에 사력을 다해 매달리던 사이공 시민들을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 피플이 100만 명을 넘었다.
도중에 배가 전복해 죽거나 해적에게 살해된 사람만도 10만 명에 달
했다. 약 반세기의 시차를 두고 반복된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
다. 이젠 아프간에 남은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인간
적인 삶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
라도 국제적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한국 정부의 현지 사업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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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 400여 명은 기적처럼 한국에 입국했지만,
아프간 현지에 남은 사람들의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간절하다.
베트남과 아프간에는 46년의 시차를 넘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지도층은 부패했고 민심은 떠났으며 군대 기강은 무너졌다. 세계 10
위권의 선진국 한국과 아프간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처한 외교ㆍ안보 환경을 다시금 면밀하
게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국가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선진
국 반열에 들어섰고 유능한 거버넌스를 갖춘 대한민국과 아프간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불행은 멀리 있지 않
다. 조건만 맞으면 순식간에 불행이 닥치는바 우리의 외교ㆍ안보적
대비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막론하고 모든
안보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유능해
야 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
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도 점검해야 한다. 아프간의 조기 붕괴는 지도
층의 역량 부족과 통합 능력 부재, 만성적 부패에 기인한다. 북한 유
사시에 북한 내부에서 유능한 대체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
해야 한다. 아프간과 달리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통제 시스템을
유지해 온 북한에서는 지배 엘리트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
라 안정화의 성패가 좌우된다. 수령독재와 유일 지배 사상에 익숙해
져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유고는 아노미적 혼
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일당독재가 지속되어 리더십
공백 사태가 와도 노동당을 대체할 세력이 자생적으로 출현할 가능
성은 희박하다. 북한 내 기존 정치 엘리트를 대체할 제3의 세력이
형성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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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동시에 경험한 3만 명 이상의 탈북민 집단과 1990년 대기근
이후 출생한 장마당 세대는 큰 자산이며, 이들을 대안세력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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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 the
Implications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Kwon, Taegkwang (Konkuk University)
President Biden officially declared the end of the war in
Afghanistan on August 31.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withdrawed ‘without victory’ from the longest war of 20 years
since 2001. Various factors play a role in policy success and
failure. It is too early to diagnose the failure of the U.S. policy in
the Afghan War. The Biden administration refuses to admit it, but
in short, it is the defeat of the longest war with large-scale
manpower and resources.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reflects the U.S. world strategy, not just the relocation of military
power.
It is a embarrassing ending for Biden, who came to power
with the slogan "America is back." Just four months after the U.S.
military announced its withdrawal policy, Afghanistan was put
under the hands of the Taliban again. The U.S. intelligence agency
expected the Afghan government and military, which had been
rebuilding for 20 years, to last at least several months, but it
turned out that it was a wrong intelligence judgment.
It is serious in that the US information community has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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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in collecting tactical information but also in determining
strategic information. President Biden justifies the withdrawal
decision, saying the U.S. military's mission was "to respond to
terrorism, not to rebuild the Afghan stat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Afghanistan crisis caused by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include

revising

the

U.S.

international strategy, increasing uncertainties in the global and
regional order, the implications for the U.S. alliance policy, the
U.S.-European conflict over refugee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are highlighted.
The ripple effect of the U.S. decision to withdraw troops from
Afghanistan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irect impact on the Korea-U.S. alliance is unlikely
to be significant. However, controversy over the abandonment of
the alliance is likely to arise as the U.S. has overturned its
"national interest first" policy and undermined its international
status and credibility. Second, China and Russia's regional influence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short term.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will demand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its ally South
Korea to make up for this. That could be a source of conflict with
China. Thus,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strategic flexibility to
overcom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rd, North Korea's strategy to crack the Korea-U.S. alliance
could be strengthened,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countermeasures.
Finally, the Afghan crisis proved that Korea is no longer free from
refugee issues. The government accepted Afghan assistant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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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ntributors." This is the first case in which Korea has
accepted foreigners in conflict areas on a large scale. Considering
that refugees are increasing around the world, we shoul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our refugee policy and increase refugee
acceptance in the future.
It takes time to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the Afghan war
and its future international order. However, at a time whe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ntensifying, it
must be a very important and urgent task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Afghan
crisis, diagnose the impact of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Key Words

President Biden, US Withdrawal, Afghanistan crisis, Geo-politics,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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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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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lry), US-ROK Alliance, North-South Relations, Refuge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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