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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이 
논문은 서구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사회과학 프레임워크 중의 하나인 시

스템이론을 동아시아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많은 이론 중

에서 시스템이론을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개념들 중에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논문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호환성 

있는 비교를 위한 적절한 도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스템’ 개념에 대한 탐

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기

반의 국제정치이론’ 또는 ‘특수성 속의 일반화’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의 노력을 재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

아 국제정치의 이론화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을 향한 동아시아 학계의 열망을 살펴보고, 그 기반 위에서 시스템

이론을 적용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의의 결과 동

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라는 상상의 단

위체가 단순한 지리적 차원의 개념을 넘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동적 메커니즘, 즉 ‘열린 시스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This chapter critically discusses the applicability of systems theory to 

East Asia, which has been one of popular frameworks introduced in 

social sciences. The concept of ‘system’ has taken our attention as the 

most fundamental and promising tool in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many alternatives. In particular, this chapter assumes 

the concept of system to be positively applied to building a reg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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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comparing it with other regions. Upon 

these works, the chapter stresses and reviews the dilemma of theoriz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 which has been troubled by ambigu-

ous goals of ‘region-based theory’ or ‘generalization within particularity.’ 

Scholarly passions for indigenous theo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are also to be introduced, and critical checks of any possibility in our 

efforts to apply the systems theory to East Asia. The discussions will lead 

to the conclusion that East Asia must be understood as a dynamic ‘open 

system’ which incessantly interacts with external environments and orga-

nizes an order. This must be the starting point for any meaningful work in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its characteristics.

keywords 열린 시스템 open system, 메타이론 meta-theory, 지역 region, 특수성 

particularity, 일반화 generalization, 국제정치이론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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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I  들어가는 말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은 최근 들어 서구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

응하여 토착적인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러

한 현상은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

져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학문적 차원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역

내 학계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서

구의 일반 국제정치이론이 동아시아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

한다는 경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국제정치이론의 

대부분은 서구의 경험과 담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 나아가 비판이론과 구성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론

의 연원은 유럽과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토착적 이론화를 부르짖는 동아시아 

학계의 외침은 충분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자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를 필요로 한

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요구되

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서구에서 도

입된 대표적인 이론 프레임워크 중의 하나인 시스템이론을 동아시

아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수많은 이론 중에서 시

스템이론을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동아시아’라

는 지역 단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개념들 중에 ‘시스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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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개념 이외에도 이론적 성향에 따

라 동아시아를 하나의 ‘국제사회’ 또는 ‘문화’나 ‘지역’으로 설정하

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논문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의 

상대적 위상과 더불어 타 지역과의 호환성 있는 비교에 적합한 도

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시스템’ 개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동아

시아의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을 위한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기반의 국제

정치이론’ 또는 ‘특수성 속의 일반화’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

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의 노력을 재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1 

시스템이론이라는 메타이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

로 한 토착적 이론화의 노력을 평가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와 같은 구조 현실주

의자들이 추구했던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동아시아의 현실을 분석

하는 데 크게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 동아시아의 경계를 설정한다면, 기존의 시스템이론이 지닌 취

약성을 극복하고 새롭게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해낼 수 있는 가능

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　 이론적 개념으로서 ‘시스템(system)’은 국제정치학에서는 ‘체제(體制)’라고 번역

되어왔으나, 사회학 등 타 학문 분야에서는 ‘체계(體系)’라는 용어를 선호해 왔다. 

자연과학에서는 특별한 선호 없이 분과학문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 왔는

데, 이 논문에서는 과거의 체계이론 전통에 국한되기보다 최근 학계의 추세를 반

영하여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조망한다는 의미에서 학계의 보편적인 표현

인 ‘시스템’을 음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시스템’과 ‘체계’ 그리고 ‘체제’ 

사이에 의미상 별도의 구분은 없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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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을 향한 동아시아 학계의 열망을 살펴보

고, 그 기반 위에서 시스템이론을 적용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II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열망: 동아시아의 경우

최근 들어 국제정치이론의 서구 편향성에 대한 동아시아 학계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랫동안 ‘수입’ 단계에만 머물러 

있던 국제정치학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찰적’ 관심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고유의 이론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수백 년간 서구

에서 발달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 즉 근대 국제정치질

서가 동아시아로 전파된 지 한 세기가 훌쩍 넘어가면서 서구의 국

제정치론을 수입하여 소개하거나 응용하는 작업들이 상당한 정도

로 전개되었지만, 동아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화의 노력

은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을 갈구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학계의 

분위기는 자못 진지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고유의 국제정치이론을 추구하려는 근래의 노력은 

현실 정치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

려는 정치적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부터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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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등 초기 단계의 협력이 이

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에는 동아시

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

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금융협력

이나 무역자유화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정치학계, 

그리고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서구의 학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동

아시아 국제정치의 현상과 체계적인 이론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기 시작했다.3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는 여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공동의 정체성이 취약하고 협력의 제도화

가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avenhill 2009).4 사실 동아시아 지

역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노력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

2　 지역주의의 경향을 기술하는 데 있어 ‘지역주의(regionalism)’와 ‘지역화

(regionalization)’의 개념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다.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그리고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통합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반면,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조정과 협

력의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는 지역 통합의 노력을 지칭한다(Beeson 2005, 971).

3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다

양한 담론으로는 Ikenberry and Mastanduno(2003), Pempel(2005a), Acharya 

and Buzan(2010a), Shilliam(2011), Hobson(2012), Rozeman(2015) 등을 꼽

을 수 있다.

4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법적 장치의 수준이나 포괄성, 그리고 정치사회

적 제도화의 정도에서 서유럽과 중동,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Pempel 2005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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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제도적 경화

(institutional sclerosis)’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등장하고 

있다(Wesley 2009, 50-51).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계는 냉전 시

기의 질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완전한 평화체제인 ‘샌

프란시스코체제(San Francisco System)’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유럽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의 양극화가 미국이라

는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간 동맹체제로 굳어져 왔다는 점

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에 비해 ‘지

역’의 개념과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정치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통합과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반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국제정치질서를 구축해 왔다고 보는 시각들

도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권에서 위계질서(hierarchy)를 근간으로 하는 조공관계에 대한 소

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유교문화와 한자 체계를 공유하고 있

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는 비정규적 사행(使行)제도와 책

봉(冊封) 승인 등 서양에서는 보기 어려운 역사적 관행 위에 수립

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조공 관계는 주권국가들 사

이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서유럽의 웨스트팔리아체제와 달리 

중심과 주변국 사이의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 위에 수립된 것이었

다(Kang 2010, 602-603). 서구의 국제관계가 주권국가들 사이의 상

호 인정을 중시했다면, 동아시아 조공체제에서는 사행과 책봉 제

도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최종_책.indb   54 2017. 6. 8.   오후 1:25



55국제정치와 시스템이론 

하지만 이와 같은 동아시아 고유의 국제정치질서는 19세기 중

반 이후 서구의 도전과 문명표준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종언을 고

했다. 이때부터 동아시아 각국은 서구 국제정치질서를 일방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주권관념, 민주주의, 대의제, 삼권

분립 등 근대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앞다투어 도입해 왔다. 일

정한 범위 내에서는 군사, 종교, 가부장제 등 동아시아의 문화 속

에 이미 이와 같은 서구식 국가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Huang 2010, 29-44).5 어떤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오늘날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성장함으로써 서구에서 유

래한 웨스트팔리아체제의 ‘완결판(perfection)’ 또는 ‘탈(脫)웨스트

팔리아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Fidler 

2010, 2-3; Ginsburg 2010, 27).6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유한 속성을 유지해 온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사가 이후 서구 

근대국가 질서의 프레임워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어 왔다는 점만

큼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난한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5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근대국가의 수립과 확산에 관한 막스 베버(Max Weber)

의 설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근대국가는 서구의 모델이 아

니라 그들 자체의 역사적 경험 속에 이미 근대국가의 뿌리를 지니고 있었다는 대

안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Huang 2010, 24-25).

6　 근대를 지배해 온 웨스트팔리아체제에 대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모습을 

일컬어 ‘이스트팔리아(Eastphalia)체제’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는데, 궁극적으

로 이스트팔리아체제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웨스트팔리아체제의 

확장판이라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다(Ginsburg 2010, 28-29). 오늘날 동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유럽과 같은 초국가적 통합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근대국가들 사이의 경쟁구도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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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비서구 지역으로서 동아시아가 오

랜 국제정치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이론화에 도달하지 못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서구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식민지

적 상황과 맞물려 학계의 의존적 경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

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7 이에 비해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은 고

전 현실주의부터 신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소위 ‘유럽중심주의

(Eurocentrism)’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마치 다른 모든 지역

들이 받들어야 할 ‘숭고한(subliminal)’ 것으로서 간주되어 왔다

(Hobson 2012, 185-186). 그로 인하여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극심한 학문

적 콤플렉스에 젖어들게 되었다(강정인 2004, 14-15).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적 한계에도 불

구하고 동아시아 고유의 경험을 이론화할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

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수립되

어 온 통치철학의 전통, 근대의 식민화 및 탈식민적 경험, 냉전기

의 비동맹운동, 국제정치 주요 행위자로서 일본과 중국의 부상 등

은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역사적 국제정치 질서의 요소로 꼽을 수 

있다(Acharya and Buzan 2010b, 10-16). 또한 국제정치에서 일어

나는 갈등을 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하거나 제도의 수립과 효율성에 

7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성찰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이상우(1978), 박상섭(1987), 이

호재(1988), 노재봉(1988), 박상섭(1988), 박상섭·하영선(1995), 김달중 외 

(1995), 전재성·박건영(2004), 민병원(20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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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의 및 역사적 기억의 역할에 관한 담론 등 새롭게 제기되는 

국제정치의 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경험을 배제하기는 더욱 어렵

게 되었다(Johnston 2012, 69-71). 문제는 이러한 경험의 축적과 토

착이론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론화 작업이 매우 더디게 이

루어진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을 향한 노

력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정치적 단위체’로 볼 수 있는

지,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집중적

으로 논의한다. 지금까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 온 주류 국제

정치이론이 서유럽의 지역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

을 부각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하

는 작업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지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

은 그동안의 노력 속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온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단위체의 개념을 집중 탐구하고자 하는데, 이는 당연하다

고 간주되는 단위체의 기본 속성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이론화 작업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

역(region)’으로서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

나의 ‘질서’ 또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라고 보는 관점

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다양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제시되어 온 일반시스

템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시스템’으

로 바라보는 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메타이론적 관점에

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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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스템이론과 동아시아: 보편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여러 국제정치이론 중에서도 월츠를 중심으로 한 신현실주의 접근

은 국제정치의 거시적 측면, 즉 ‘시스템’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월츠는 시스템의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거시이론을 

구축해 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분석(analysis)’에 초점을 맞춘 행

위자 기반(agent-based)의 미시적 접근방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나 국가의 속성을 강조하

는 설명보다는 국제정치의 시스템적 속성이 미치는 거시적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월츠와 신현실주의 이론의 이와 같은 시도

는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 또는 ‘시스템’ 접근방법이 갖는 의

미, 특히 이론화 작업에서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을 세우는 데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8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분석 단위로서 ‘시스템’의 개념과 그 

속성에 대해 먼저 짚어 보고, ‘열린 시스템’의 문제와 자기 조직화 메

커니즘 문제라는 핵심적인 두 측면에서 이 이론이 동아시아 국제정

치의 이론화 작업에 대해 갖는 의미를 탐색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8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는 중국, 일본, 한국의 세 나라를 지칭하지만, 

이를 확대할 경우 대만과 북한도 포함된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이렇게 한

정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공통의 유교문화권 내에서 역사적 경험

을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Arnason 1999,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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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측면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시스

템’ 또는 ‘체계’로 이해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

아시아의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

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동아시아’를 하나의 통합적인 ‘정치 단위체’

로 상정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동아시

아가 단지 국경선을 마주한 국가들로 이어진 지리적 개념인지, 문화

적·역사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온 복합적 실체인지, 또는 학문적 

편의에 의해 임의로 설정된 가상의 이미지인지에 따라 동아시아 국

제정치를 이론화하려는 노력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분석 단위의 문제: “열린 시스템”으로서 동아시아 

국제정치

동아시아는 ‘지역(region)’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국제정치 또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이

러한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러한 경계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우선 사회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개념이 단

순한 지리적 차원을 넘어 역사와 문화 등 ‘사회적’ 또는 ‘심리적’ 차

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

다.9 따라서 지역이라는 개념은 지리적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거

나 근접해 있는 영토적 공간을 의미하면서 구성원들의 관계가 내부

의 응집력(cohesion)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외부 세계와 확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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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될 수 있는 ‘경계(boundaries)’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개념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

니며, 물리적·심리적·행태적 특성에 따라 반복적으로 재생성되고 

재규정되는 단위체라고 인식되고 있다(Pempel 2005b, 3-4).

이처럼 ‘지역’의 개념이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

될 경우 ‘동아시아’의 경계와 범주를 설정하고 이론화 작업을 하

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지역’이라는 단위체가 

하나의 ‘닫힌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인데, 지역 외부에

서 야기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

한 독립 단위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시스템이론의 용

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시스템’은 외부의 ‘환경’과 구분되며, 양자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시스템이론에서는 전체와 부분이라

는 전통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시스템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을 규정하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설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시스템을 ‘전체’로, 구성요소를 ‘부분’으

로 단순하게 분류함으로써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모든 것을 포괄하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10 하지만 ‘환경’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9　 학자들은 동아시아라는 분석단위가 지리적 근접성과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학-심리적(geopsychological)’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Pempel 2005b, 3-4).

10　 예를 들어 과거의 시스템이론에서는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전체성

(Ganzheit; tota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 이상이다”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전체가 부분들의 층위에

서 어떻게 하나의 단위체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Luhmann 200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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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시스템’이 외부의 환경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이론화

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루만의 사회학 이론은 이와 같은 시스템-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정교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왔다. 그에 따르면, 시스템은 

외부와 대비하여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 즉 ‘시스템 분화

(Systemdifferenzierung)’의 결과로 간주된다. 여기서 ‘환경’은 시스

템과 그 외부를 통칭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모든 잠

재적 현상을 포괄하는 가능태이다(Luhmann 2007, 327-329). 즉 하

나의 시스템은 환경이라는 거대한 조건 아래 만들어지며 일정한 경

계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요소들과 상호작용의 집합체라고 규정된

다. 이럴 경우 우리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로 만들어지

거나 사라질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시스템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고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국제정치에 적용할 경우 지구적 

차원에서 자연과 인간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를 ‘환경’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는 그와 같은 외부 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상호작

용과 정체성 공유를 통해 형성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시스템 개념은 동아시아가 외부의 다른 지역 시스템

과 공존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발상이다.

이처럼 ‘시스템’과 ‘환경’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한 다음에는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 역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하

나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 또는 외부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데, 이와 같은 관계를 어떻게 이론적 개념으로 설명하는가

의 문제가 중요하다. 루만의 시스템이론은 여기에서 시스템과 환

경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복잡성’의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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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환경은 모든 총체적 가능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것이다. 이에 비해 ‘시스템’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정

한 규칙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집합이며,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일종의 ‘질서’로 간주된다.11 다시 말해 

환경은 시스템보다 항상 복잡한 ‘그 밖의 모든 것’이다(Luhmann 

2007, 335). 이에 대하여 시스템은 복잡한 가능성 중에서 구체적으

로 실현된 규칙적 현상들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규정한다면, 동아시아 외

부의 다양한 지역과 국가, 국제정치는 모두 외부의 ‘환경’으로 간

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력중심(center of gravity)’

의 개념도 이와 같은 시스템-환경 사이의 관계 개념화를 정당화해

주는 현상이다. 이 개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

째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통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헤게모니가 9·11 테러 이후 중동지역에 집중되었다

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통해 다시 동아시아 지역으로 회

귀한 경우, 이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중력중심점 이동 현

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개념은 지역과 외부의 환

경 사이에 보다 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호작용이 작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중력중심의 개념이 비록 가상적인 것이기는 하

11　 루만의 사회학에서는 시스템과 환경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세계’의 복잡성이 

바로 가능한 사건들과 상태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능력은 이

러한 복잡성을 모두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시스템은 복잡성의 정도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가리켜 ‘복잡성 감

축(reduction)’이라고 부른다(Kneer and Nassehi 2008,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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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수렴하거나 

변화를 겪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국제정

치에서 서로 다른 분석 수준의 단위체들, 예를 들어 지역이나 국가

가 국제정치 전체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를 이끌어내

는가를 기술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Job 2005, 43).

이상에서 논의한 ‘시스템-환경’ 관계는 기존의 일반체계이론

에서 가리키는 ‘열린 시스템(open system)’ 개념에 해당한다. 하나

의 시스템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이라고 규정할 경우 그

것은 단순한 ‘기계(machines)’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organism)’라고 간주된다. 생명체와 같이 외부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신진대사와 같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의 시스템적 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환경 속의 시스템들이 지

닌 공통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회의 연장선상에 존재하

는 국제정치 역시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경우 끊임없

이 살아 움직이는 대상으로 보겠다는 관찰자의 시각을 전제로 한

다. 그런 만큼 ‘열린 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과

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에너지 또는 정

보를 유입(inputs) 또는 유출(outputs)하는 교환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뜻한다.12 이러한 교환관계는 시스템과 환경 사이에 양방향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향식(bottom-up) 과정의 영향, 하

12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열린 시스템’은 통계적 확률로는 설명하기 힘든 높은 수

준의 질서와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닫힌 시스템’

에서는 무질서의 증가 현상을 가리키는 열역학 제2법칙이 작동하는 데 비해, 시

스템 내부의 질서와 조직화 현상은 ‘열린 시스템’만의 특징이다(von Bertalanffy 

1990,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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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식(top-down) 과정의 영향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시스템과 구성원 국가들은 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환경 사이의 상호관

계를 만들어낸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 단위체를 하나의 ‘지역-시

스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Job 2009, 33-34).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지역’이라는 분석 수준과 글로벌 차원의 ‘전체’ 국제정치

의 분석 수준 사이에 혼합적인 단위가 더 존재할 수 있다. 지역의 

경우 영토 단위로 세계를 분할함으로써 지리적 관념의 한계를 넘

어서기 어렵다. 이에 비해 ‘글로벌’ 차원의 국제정치 전체를 아우

르는 역사적 경험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서구의 정치질서가 글

로벌 차원의 문명 표준으로 작동해 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세계 모

든 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서

구의 웨스트팔리아 시스템 역시 전체 환경의 ‘부분’으로서만 작동

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13 그렇다면 ‘지역’ 차원과 ‘글로벌’ 전체 차

원을 연결하는 적절한 고리가 필요한데, ‘시스템’ 개념은 이런 점

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14 이렇게 본다면 

13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학자들은 ‘지역안보 시스템(regional security 

complex)’ 개념을 고안하기도 했다. 이는 집단안보 또는 안보공동체와 같은 집

합적 현상이 단순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 결집체가 아니라 하나의 ‘시

스템’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Buzan and Waever 

2003, 40-42).

14　 브라이언 잡(Brian Job)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중간 영역에서 강대국들의 

권력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상이한 분석수준 사이의 ‘침투

(penetration)’ 및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 등이 이러한 영향의 사례로 꼽

고 있다(Jo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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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국제정치의 ‘시스템’으로서 단순한 지리적 단위가 아

니면서 총체적 글로벌 환경의 일부로 작동하는 단위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적어도 19세기 중

반 이전까지 오랜 역사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하나의 ‘닫힌 시스

템’으로 작동해 왔다. 물론 수백 년간에 걸쳐 공행 무역이나 데지

마 교역 등 제한적인 교류가 있었지만, 대체로 역내의 정치적·경

제적·사회문화적 관계가 외부의 큰 영향 없이 유지되어 왔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동아시아는 고립된 자기완결성을 지닌 ‘닫

힌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개념만으로는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

기 어렵게 되었다.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 질서가 외부의 힘

에 의해 무너지면서 문명권이나 문화권과 같은 단순한 ‘시스템’적 

접근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 19세기 후반 이후의 동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

탈과 시스템 내부의 권력 다툼, 그리고 근대화의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외부의 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과거 시스템의 ‘경계

(boundaries)’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 이후 일본이

나 중국 등 동아시아의 강국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제정치의 거

시적 구도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스템 외부

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그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하면서 ‘동아시아’라는 고유의 시스템적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

를 겪어 왔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의 

추세는 19세기 이래로 근대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 오던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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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정체성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15 이와 같은 역사의 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이론

화 작업에 수반될 개념적 위험성, 즉 그것이 ‘주어진 것’이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닫힌 시스템’이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저지

를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과 자기조직화 현상

연구대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

점 중의 하나는 다양한 개체들을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념화할 수 있

으며, 개별 국가나 지역정치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의 개념을 

이론화 작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그것이 어

떻게 탐구의 대상을 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와 과정, 즉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메커니즘(mechanisms)’과 자기조직화 원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러한 메커니즘과 원리는 연구자의 작업이 미시

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과적 관계, 다시 말해 변수들의 관계가 어

떻게 엮이면서 관찰의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개념

적 도구이다. 그만큼 어떤 이론화 작업도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작

15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라는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

스템 환경의 영향으로서 대단히 컸다. 이처럼 시스템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열린 시스템’의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Beeson 2009, 5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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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리를 보여 주지 않고서는 이론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과학에서 강조하는 ‘메커니즘’의 관념은 관찰의 대상이 

외부 세계 또는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지닌 하나의 시스템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계장치의 사례가 자주 인

용되는데, 예를 들어 기계라는 대상도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커니

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기계는 두 가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데, 첫 번째는 물리와 화학적 법칙 등과 같이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하부 법칙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부 법칙만으

로 기계라는 전체 시스템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기계의 구

조가 하부 원칙들이 작동하는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는 상부 원칙

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시 차원의 하부 원칙

과 거시 차원의 상부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일컬

어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라고 부른다(Polanyi 1968, 

1308).16 이처럼 이론적 설명을 위해 하나의 시스템을 상정할 경우, 

우리는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미시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면서 동

시에 시스템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거시적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국제정치의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국가 단위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시스템이 복수로 존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시스템이 그 외부의 환경과 공존 및 

교류하면서 국제정치의 동학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16　 경계조건은 기계와 같은 거시 시스템이 작동할 때 외부로부터 미치는 다양한 영

향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계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하부 원칙들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부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경

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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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각각의 시스템들이 스스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매

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속성과 지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라는 지역 기반의 시스템 

개념을 상정할 경우, 어떤 국가나 지역이 그 안에 포함되고 어떤 

국가는 그로부터 배제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야만 이론화 작업

이 가능해진다. 경계선을 어디에 긋는가가 시스템의 이론적 속성

을 결정짓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구조 현실주의에서는 이와 같

은 ‘경계’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시스템이 지

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총체성(totality)이라고 보았는데, 이

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강대국 중심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그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다시 말해 그의 시스템

이론에서는 ‘시스템’ 개념만 존재할 뿐 ‘환경’이나 ‘지역’, 그리고 

‘경계’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신현실주의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월츠가 이전 세대

의 시스템 접근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면서 제안한 그 자신의 시스

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7 그는 국가의 행동이 구조에 의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내부 속성과 더불어 

시스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체의 힘과 마찬가지로 국가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힘의 관계도 

17　 월츠는 자신의 구조지향적 이론화가 시작된 계기로서 로즈크랜스(Richard 

Rosecrance), 호프만(Stanley Hoffmann), 그리고 캐플란(Morton Kaplan)과 

같은 학자들의 시스템 개념이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이거나 미흡한 이론화의 수준

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꼽았다(Waltz 1979,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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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데, 월츠는 이를 통해 시스템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와 단절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의 ‘시

스템’은 구조(structure),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단위체 또는 행위자

로 이루어진다(Waltz 1979, 38-41). 여기에서 ‘구조’는 국제정치 구

성원들의 배열(arrangement) 또는 질서(order)를 가리키는 말로, 

주요 행위자들의 권력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Waltz 1979, 79-81). 

그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국제정치 현

상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월츠의 ‘시스템’은 그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사실상 유

일무이한 거시적 분석단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월츠는 국제정치 

‘구조(structure)’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시스템의 모습을 결정짓

는 강대국 간의 관계 또는 힘의 배열(arrangements)에 대하여 설

명한 바 있다. 그리하여 강대국들의 관계가 양극체제인지 다극체

제인지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이 그

의 대표적인 명제로 제시되기도 했다(Waltz 1979, 168-169). 이러

한 관점은 분명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강대국 중심의 질서를 부

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하부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지역적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이

유로 인해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월츠의 구조 현

실주의 명제는 충분한 이론적 적실성을 보여 주지 못해 왔다. 다만 

양극화나 다극화 같은 강대국 정치의 구조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외부의 ‘환경’으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 월츠의 구조 현실주의는 ‘지역’ 또는 

하부 수준의 단위체를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경계의 개념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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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처럼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이 시스템 ‘경계’의 개념을 분

명하게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의 메커니즘을 이론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하

여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월츠가 보기에 국제정치의 ‘구조’는 

주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구조 개념

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첫

째로 구조는 투입 변수가 달라져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산출물을 만

들어내는 보완적 장치로서 작동한다(Waltz 1979, 78). 시스템이론

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가리켜 ‘등(等)종국성(equifinality)’이라고 부

른다. 이 개념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도 결과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관찰될 경우 그 원인을 거시적 차원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원래 자연과학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최종적인 시스템 

상태가 최초의 조건에 의해 확실하게 결정되는 ‘닫힌 시스템’과 달

리, 상이한 최초의 조건하에서도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

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열린 시스템’의 독특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von Bertalanffy 1990, 72).18 월츠도 이러한 개

념을 통해 미시적 수준의 행위자 변수보다 거시적 수준의 구조 변수

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8　 이와 같은 차이는 물리학과 생물학의 차이와 유사하다. 물리학의 탐구대상은 대

부분 ‘닫힌 시스템’으로서 미시적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생물학의 탐구대상은 생명체나 유기물과 같은 ‘열린 시스템’으로서, 에

너지 대사와 같이 외부 환경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만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열역학 제2법칙과 같은 물리법칙과 더불어 엔트로피 감소의 생물학적 법

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von Bertalanffy 1990,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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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를 이론화하는 작업에 자기 조직화의 메커니즘 개념

을 도입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 내부의 상호작용 및 외부와의 관

계로부터 유래하는 투입요인(inputs)이 어떤 시스템 과정을 거쳐 

고유의 현상적 특징을 만들어내는가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19 

아울러 이러한 특징이 ‘등종국성’의 패턴을 따름으로써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

를 들어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민주화, 군사적 갈등 등은 

국제정치 및 비교정치 연구의 중요한 현상으로서, 지역 시스템 내

부의 자기 조직적 메커니즘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

들어내는 등종국성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하지 

않은 초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 차원의 시스템 사이에

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설명하는 일이야말로 정치학 연구자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월츠의 구조적 접근은 이와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한적으로 이론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그의 이론에 따를 경우, 이 지역의 정치적 현상들이 동

아시아 시스템과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

기 조직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경우 

‘환경의 영향 → 시스템 내부의 자기 조직화 → 시스템의 대응’이

라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19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 개념도 시스템이론의 ‘자기조직화’ 개념에 근사

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시스템이 ‘내재성’과 ‘역량’을 통해 지속적으

로 생존해나갈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일관성과 동일성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Damasio 200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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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오랫동안 국제정치의 변방

으로 폄하되던 상태에서 벗어나 오늘날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역사적 경로와 메커니즘을 이와 같은 자기 조직화의 

개념과 모형으로 풀어낼 수 있다. 또한 전쟁이나 위기 등 국가 간

의 주요한 사건들도 동아시아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체

적으로 시스템적 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이 국제정치 현상을 하나의 기계적 메

커니즘으로 비유함으로써 기여한 두 번째의 이론적 시사점은, 그

러한 기계 시스템의 구조가 행위자에게 일련의 ‘제약조건’을 부과

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조가 형성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조가 행위자들

의 의도와 선택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츠가 보기에 국제

정치 시스템은 행위자들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화(socialization)’ 및 ‘경쟁’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사실 월츠는 모든 국가들이 규모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수행하는 기능에서는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서 그는 모든 국가들을 ‘유사 단위체(like units)’라고 보았다(Waltz 

1979, 95-97). 이와 같은 ‘조건’에 관한 이론화 작업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국제정치의 복잡한 모습을 그려내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다. 특히 국가들이 갈등과 협력 등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여전히 충분하

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을 위해 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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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미(meaning)’와 ‘이중의 우발성

(double contingency)’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만 등 시

스템이론가들은 시스템 내부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궁극적

으로 그들 사이에 호환되는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해 왔

다. 특히 시스템이론에서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재생산·재규정

하는 단위가 ‘행위자’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봄으로써 시

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멸하는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

고 있다. 시스템 내부의 구성요소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제기되

는 복잡성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을 선택함으로써 시스템 경계의 내

부에서 통용되는 질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질서가 바로 앞서 언

급한 ‘복잡성 감축’ 현상으로서, 시스템의 거시적 현상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Luhmann 1990, 22-23).20 월츠의 시스템이

론에서는 ‘의미’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스

템의 조직원리(ordering principle)가 곧 구조이며, 이를 통해 무정

부상태(anarchy)로부터 시스템 내부의 위계질서(hierarchy)가 만

들어진다고 보았다(Waltz 1979, 100). 이와 같은 시스템이론의 ‘시

스템’과 ‘의미’ 개념은 서로 잘 부합하며, 특히 동아시아와 같이 기

20　 루만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이론가들은 ‘시스템’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의 기본 속성이 ‘자기생산(autopoiesis)’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생산 기

능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이 유전자 조립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사회 시스템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이론가들이 보기에 하나의 사

회가 ‘시스템’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기생산의 기본 단위가 유전자가 아니면

서 구성원들 사이에 호환되고 재생산되는 것이어야 했는데, 여기에 가장 부합하

는 개념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루만은 시스템의 근본 요소

가 인간과 같은 ‘행위자’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았다(Luhmann 2007, 

152; Albert et al. 2008, 52-56; Knodt 1995, xx-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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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응하여 제기되는 단위체의 속성을 규

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자기조직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이론화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로서 루만 사회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중의 우발성’을 꼽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앞서 언급한 ‘의미’가 만

들어지는 과정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외부 환경의 복잡한 

가능성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질서와 의미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

에서 두 단계의 우발성이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행위

자 A가 행위자 B에 대하여 어떤 움직임을 취한다고 할 때, 시스템

이론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적은 수의 실현

가능한 행동을 임의로 또는 우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자 B의 관점에서는 행위자 A의 선택으로 인해 자

신의 선택에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스템 복잡성의 

수준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하

기 때문에 행위자 B의 선택은 다시 행위자 A에 대하여 영향을 미

치게 되고, 따라서 행위자 A의 선택과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먹임(feedback) 효과를 미치는 ‘재귀적(self-referential)’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행위자 A와 행위자 B 사이의 선택이 상호 영

향을 미치는 속성을 ‘이중의 우발성’이라고 부른다(Luhmann 1990, 

26; Luhmann 2007, 255-256).

이처럼 자기 조직화 메커니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등

종국성과 의미의 형성, 그리고 이중의 우발성 관계 등을 통해 묘

사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 차원의 국제정치에서도 시

스템이론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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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제정치이론의 역사적 편향성이 서구의 경험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함으로

써 토착적 국제정치이론을 향한 열망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얻

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역내 관계에서 축적되어 온 상호

작용의 고유한 패턴과 의미는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항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월

츠가 기존에 제시했던 시스템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정교

한 하부 개념과 이론틀이 마련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

다 하겠다.

IV  맺는 말: 시스템이론의 함의와 동아시아

일찍이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서구 실증주의 학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론화의 강박증(compulsion to theorize)’에 대하

여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과학적 접근이라는 미명하에 법칙을 

축적하고 일반화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학문체계가 특정한 패

러다임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Hirschman 1970, 

335). 이러한 강박관념은 ‘유일성(uniqueness)’보다 ‘보편성’을 중

시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에 천착하기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작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행은 탐구의 

대상을 ‘이해(understanding)’하기보다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론화의 

강박증’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hindr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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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결국 단순

한 규칙성의 패턴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탐구 대상을 깊이 ‘이해’하

려는 시도가 더 절실하며, 이러한 노력은 인간 사회에 내재된 본연

의 속성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허쉬만의 주장이

었다.

그동안 동아시아 역내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토

착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이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

하겠다는 ‘주체성’의 표현으로서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즉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이라

고 부를 수 있는 고유의 이론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향후의 이론화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한다는 목표의 일환으로서 ‘시스템’ 개념을 통해 동

아시아를 어떻게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

다.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체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지리

적 개념이지만, 동시에 사회과학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국제정치의 중요한 분석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논문

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어떤 점에

서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취약점을 안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

하였다.

구조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시스템’을 전체 세계를 지칭하는 

하나의 거대한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월츠가 제안한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동아시아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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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기 어려웠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라는 상상의 단위체가 단순한 지리적 차원

의 개념을 넘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질서를 만

들어 나가는 동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즉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강대국 질서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열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동아시아 내부에서 작

동하는 자기 조직화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아시아 특유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되었으며, 이에 도

움이 되는 도구로서 이 논문에서는 경계, 등종국성, 의미, 이중적 

우발성 등 시스템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검토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고유의 국제정치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

어 동아시아라는 단위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효율적인 개념

화 작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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