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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패러독스”, 즉 경제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갈

등을 지속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상

호의존의 심화가 각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하여 국가 간 안보갈등을 감소시킨

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실주의자들은 해외 경제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과 취

약성의 증대는 안보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최근의 연구는 현재의 경

제협력 수준과 별도로 정책결정자의 향후 경제협력 수준에 대한 전망이 국가 간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안보갈등 수준이 높으며 경제의존의 “현저성(salience)”은 높으나 “대칭성

(symmetry)”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990년대부터 상호의존의 “현저

성”은 증가하지만 “대칭성”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중국

과 동아시아 주변국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안보

갈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협력의 현저성과 대칭

성은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된 기대 

변수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협력 이외에 

전략적 라이벌 관계는 모든 지역에서 안보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협력 관련 변수는 탈냉전기에 들어서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안보갈등과 경제협력 수준이 높다

는 특징을 보이지만 안보와 경제, 라이벌 변수 간 관계에 있어서 차별성을 나타내

지는 않는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Asia’s Paradox, the disconnect betwee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politic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While liberalists argue that economic interdependence con-

tributes to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creating common and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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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interests, realists maintain that economic cooperation often makes 

one state more concerned about security by making itself sensitive and 

vulnerable to foreign states. Some recent studies insist that not cur-

rent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but expectation of economic coop-

eration shapes leader’s decision on foreign affairs. East Asia currently 

shows higher levels of security conflict and economic cooperation than 

other regions. The levels of “salience”(degree of economic interdepen-

dence) and “asymmetry”(unbalance in economic interdependence) in 

East Asia have been increased since the 1990s,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other East Asian stat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es of states from 1950 to 2000, the two economic cooperation 

variables, salience and symmetry, have negative effects on conflict oc-

currence, while the variables of expectations of salience and symmetry 

do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Aside from the salience and symmetry 

which have more effects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existence of 

strategic rivalry has positive effects on conflict occurrence in East Asia 

as well as other regions. In short, East Asia is distinctive in experiencing 

high levels of both security conflict and economic cooperation, but it 

shows normal causal relations between economy/rivalry and security.

key words 안보갈등 security conflict, 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취약

성 vulnerability, 현저성 salience, 대칭성 symmetry, 무역 trade, 전략적 라이벌 

strategic riva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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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동아시아는 특수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즉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은 증가하였지만 정치·안보협력은 뒤쳐

져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1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올해 초 ‘세계

경제포럼’에서 언론인들과 만나 현재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활발

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을 맞이했던 영국과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2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4차 ‘아

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를 역설하면서 “안보의 기초(foundation of security)”

를 공고히 하려면 “공동 발전(common development)”과 “지역 통

합(regional integration)”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동아

시아는 냉전기 일본과 한국, 홍콩과 대만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중

국의 부상으로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동시에 

중동과 더불어 세계의 화약고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과연 동아

1　 박근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문 전문.” 2013년 5월 9일(http://www1.

president.go.kr/president/speech.php?srh%5Byear%5D=&srh%5Bmonth

%5D=&srh%5Bsearch_type%5D=1&srh%5Bsearch_value%5D=%B9%CC

%B1%B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9&srh%5Bd

etail_no%5D=1,검색일: 2014년 9월 11일).

2　 『연합뉴스』, “아베 ‘중일, 1차 대전 전 영독과 유사…우발충돌 가능성.” 2014년 1

월 23일.

3　 Xi Jinping, “Remarts at the Fourth Summit of the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2014년 5월 21일(http://www.

china.org.cn/world/2014-05/28/content_32511846_2.htm, 검색일: 2014년 9

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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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수준은 어떠하며 양자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실제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안보갈등을 겪는 특수성을 보이는가?

본 논문은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

으로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현상이 

국제안보 연구에 주는 함의를 찾고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전망하고

자 한다. 경제와 안보의 인과관계는 국제관계 연구의 대표적 논쟁

대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 개념과 논리

를 고찰한 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사실 국가 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에 대한 이해 

없이 향후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

주의자들은 미중이 갈등의 조정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부상하는 도전국과 쇠퇴하

는 패권국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1990년대 군사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였지만 ‘경제협

력기본협정(ECFA)’으로 상징되는 양안 경협의 심화를 통하여 긴

장을 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후

반부터 약 10년간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켰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채 북한문제에 대한 

숙제를 계속 안고 있다.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이후 북한과 중

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졌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양국 관계

는 보다 경색되었다. 이처럼 미중관계, 양안관계, 남북한관계, 북

중관계에서 경제영역과 정치·안보영역의 관계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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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안보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국제안보 연구는 전쟁과 평화의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촉

발해 왔다. 예를 들어, 월츠(Kenneth Waltz)는 핵확산이 공포의 

균형을 통하여 전쟁 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핵 평화(nuclear 

peace)”론을 내세웠고, 세이건(Scott Sagan)은 핵확산이 관료정

치와 예방전쟁, 오인과 사고로 인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한다고 주

장하였다(Sagan and Waltz 2003[1995]). 민주평화론자들은 민주

주의 이념과 제도, 민주주의 국가의 신중함과 강인함이 민주주의 

간 전쟁을 막는다고 주장하지만(Maoz and Russett 1993; Bueno de 

Mesquita 외 1999), 다른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전

략적 이해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민주평화론을 냉전평화론

(Cold War Peace) 혹은 자본주의평화론(Capitalist Peace)으로 대

체하고자 하였다(Farber and Gowa 1995; Gartzke 2007). 맨스필드

(Edward Mansfield)와 스나이더(Jack Snyder)는 독재체제에서 제

한된 민주화를 통하여 혼합체제(anocracy)에 이른 국가의 경우 지

도자들이 강한 민족주의에 호소하기 때문에 적대적 외교정책을 

취한다고 주장하여 각광을 받았지만(1995, 2005), 동시에 연구 설

계와 논증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Wolf 외 1996; 

Narang and Nelson 2009).

경제협력 및 안보갈등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자들과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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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대립된 가설을 제시하면서 오랜 논쟁을 지속해 왔다. 자유

주의자들이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interest)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실주의자들은 경제협력으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을 강조

하였다.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보다는 배신을 택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 협력이 제도화될 경우 국가는 배신

으로 인한 단기이익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장기이익이 크다는 것

을 알고 협력을 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냉전기 자유

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

전히 협력보다는 갈등을 보였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 간 

대립은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만을 부각하지만 국가는 사

실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Grieco 

1988). 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보더라도 상대국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자국의 상대적 국력은 꾸준히 감소하게 된다. 더구나 특

정 국가와의 무역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국가의 결정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sensitivity)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의 취약성 증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Waltz 1970).

이러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정리하면 경제협력의 

‘정도’와 경제협력의 ‘균형’은 안보갈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협력의 규모가 확대될

수록 (예상되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는 협력을 선호한다

는 주장을 내세웠다. 현실주의자들은 경제협력이 대칭적 균형을 

이룰 때 국가는 배신 혹은 압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협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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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접근과 관련

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가 간 경제협력의 “현저성(salience)”과 “대

칭성(symmetry)” 개념을 고안하고 측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Barbieri 2002). 흔히 현저성은 국가 간 무역의존의 정도를 의미하

며, 대칭성은 국가 간 무역의존의 균형을 의미한다. 만약 두 국가

의 무역량이 증가할 경우 현저성은 증가하지만 양국 경제규모의 

차이가 클 경우 대칭성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 소국은 경

제협력이 심화될수록 상대적 대국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증가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다만 민감성의 증가가 반드시 취약성

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적 소국이 상대적 대국과의 무

역을 늘려간다 해도 상대적 대국과의 무역을 쉽사리 대체할 만한 

무역상대가 존재할 경우 민감성에 비하여 취약성은 낮을 수 있다. 

한편, 다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 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뿐 아니라 무역과 개방이 국가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

목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 민감성과 취

약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와 안보 관계를 국가쌍(dyad-level) 수준

에서 분석했다면, 국가의 경제체제와 안보정책의 상관성에 대한 

국가 수준(state level) 접근 역시 오랫동안 존재했다. 로즈크랜스

(Richard Rosecrance)는 국가의 유형을 “무역 국가(trading state)”

와 “정치·군사 국가(political/military state)”로 나누면서 후자

는 정치·군사 국가가 군사행동을 통하여 영토 획득을 추구하지

만 전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익 창출에 집중한다고 주장하였

다(1986). 솔리젼(Etel Solingen)은 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

할 경우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자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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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1994). 또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균형정책 역시 국가의 

경제개방 정도가 높을수록 제한적으로 취해진다는 연구도 존재한

다(Papayoanou 1997).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자본주의 평화론 역시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회세력이 국가 내에 존재

할 경우 이들 국가 사이의 갈등은 억제되거나 조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개방경제국가의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적대적

인 외교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관심전환전쟁이론에 따

르면 정치 혹은 경제불안정은 지도자로 하여금 국내 청중의 관심

을 외부로 돌리면서 국내 결집을 이루기 위하여 적대적 외교정책

을 펼치거나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vy 1989; 

정성철 2013). 만약 개방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금융위

기 혹은 해외자본유출 등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해 사회불안

을 맞이하게 되면 지도자는 공세적 외교정책을 통하여 다른 국가

와 불화와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경제국가가 항상 

다른 유형의 국가보다 협력을 우선시한다는 주장은 세밀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특히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요구한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국

가의 경우 정치불안정에 시달리는 국가의 무력분쟁 타겟이 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14).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저강도 분쟁을 원하는 지도자는 무역국가가 고강도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타국의 도발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기대

(expectation) 변수에 주목하면서 경제와 안보 관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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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상대 국가에 대한 배신은 단

기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반복되는 협력을 통해 얻게 되는 장기 이

익은 보다 매력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을 추후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선호하는 이른바 가치의 절

감(discounting) 효과로 인하여 장기이익은 자유주의자들의 예상

보다 덜 매력적일 수 있다(Streich and Levy 2007). 한편, 코퍼랜드

(Dale C. Copeland)는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s)

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향후 무역관

계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존재하면 국가는 적대적 정책을 펼치게 

된다고 주장한다(Copeland 1996, 2011). 일본의 경우 비록 미국

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하였지만 미국이 

대일 경제제재를 시작하자 향후 경제관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 속

에서 진주만 공습을 선택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 . 따라서 일

본의 미국 공격은 경제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를 나중에 감수하기

보다 군사행동을 통해서 현재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예방 행동

(preventive ac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퍼랜드의 무역기대이론은 상호의존이 안보갈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

다. 지도자는 향후 무역관계에 대한 전망에 따라 상호의존이 자산

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무역기

대와 국제분쟁에 관련된 경험적 논의는 소수의 역사적 사례에 대

한 분석에만 기초하고 있다.4 다수 사례를 통한 이론의 검증을 시

도할 경우 정책결정자의 인식, 즉 무역관계에 대한 지도자의 전

망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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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과 신빙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측정의 문제는 국제관

계에서 지도자의 인식과 정향에 대한 변수를 고려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정치심리학 연구에서 실험을 통한 검증을 시도할 경우 외

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문제가,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검증을 시

도할 경우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문제가 발생한다. 후술하

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무역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에 대한 기대

변수를 제한적 방법이지만 측정을 시도하여 이들 변수가 안보갈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4

III 경험적 분석

이 절에서는 동아시아의 안보갈등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동아시아 상호의존의 변화 양상을 무역관계의 현저성

과 대칭성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본다.

1. 분석대상과 측정방법

본 연구는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국가를 6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골—으로 한정하고 이들 국가 사이에서 1950년부

4　 코퍼랜드는 무역기대이론을 통하여 데탕트의 기원과 냉전의 종식, 일본의 진주

만 공습을 설명하고 미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Copeland 1999, 2003, 

2011).



31아시아 패러독스?

터 2000년까지 존재한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하지

만 모든 국가쌍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경우 동아시아 국가쌍의 경

우 전체 국가쌍보다 상대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무역정도와 분쟁발발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국경을 맞대거나 400마일 이하 바다를 사이에 두는 국가쌍으로 한

정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쌍은 총 9개—한국-북한, 한국-

중국, 한국-일본, 북한-일본, 중국-북한, 중국-일본, 중국-대만, 중

국-몽골, 일본-대만—이며, 전체 국가쌍의 수는 2000년 기준으로 

541개이다(1950년 160개, 1960년 270개, 1970년 347개, 1980년 432개, 

1990년 459개).

국가 간 안보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orrelates of War(COW) 

프로젝트의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MID)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Ghosn 외 2004). MID 데이터는 해당 연도의 특정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무력분쟁 행위를 네 단계─1) 무력위협, 2) 

무력시위, 3) 무력사용, 4) 전쟁개시─로 나누어 코딩한다. 본 연

구는 네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분쟁개시(MID onset)와 사망자를 

포함한 분쟁개시(fatal MID onset)를 통하여 안보갈등의 수준변화

를 살펴보았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헤그리(Håvard Hegret), 

오닐(John R Oneal), 러셋(Bruce Russett)이 축적한 상호의존 데이

터를 활용하였다(2010). 이들은 해당 연도에서 두 개의 국가 사이

의 무역규모를 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한 국가

가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trade dependence)를 측정하였

다.5 만약 두 국가(C1, C2)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일정한 차이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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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경우 양국의 무역규모는 동일하지만 C1이 C2에 대한 의존도

와 C2가 C1에 대한 의존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5

C1과 C2 간의 무역규모

C1의 GDP

C1과 C2 간의 무역규모

C2의 GDP

의존도1 =

의존도2 =

;

앞서 언급한 양국의 경제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바비에리(Katherine Barbieri)의 조작적 정의

를 따랐다(2002). 현저성 변수는 두 국가의 의존도를 곱한 값의 제

곱근을 의미하고, 대칭성 변수는 1에서 양국의 의존도 차이를 제한 

값이 된다. 현저성은 값이 클수록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칭성은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상호의존

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저성 =     의존도1 × 의존도2

현저성 =  1 - │의존도1 - 의존도2│

√--

끝으로, 무역관계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5　 무역의존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양국 간 무역량을 해당 국가의 총 무역량으로 

나누는 방법과 해당 국가의 GDP로 나누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자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가 무역에 있어서 의존도보다 경제규모에 있어서 의존

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Gartzke and L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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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 현저성과 대칭성의 변화에 

따라 지도자가 향후 무역관계를 전망한다고 가정하였다. 현저성과 

대칭성의 기대변수는 해당 연도의 값에서 5년 전 값을 제한 후 5년 

전 값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기대변수 값이 클수록 지도자가 향후 

현저성(혹은 대칭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이러

한 기대변수 측정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경제제재 혹은 경제위

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저성t - 현저성t-5

현저성t-5
향후 현저성 =

향후 대칭성 =
대칭성t - 대칭성t-5

대칭성t-5

2.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보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비교할 때 경제협력과 안보갈등과 관련하

여 다음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안보갈등 수준이 높다. 안보

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서 분쟁 중인 국가쌍의 

수를 전체 국가쌍의 수로 나눈 값을 비교하였다.6 만약 전체 동아

시아 국가쌍 9개 중 남북한이 무력분쟁을 겪고 있다면 동아시아의 

해당 값은 1/9이 된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해당 지역의 안보갈등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국가쌍은 국경을 맞대거나 400마일 이하 바다

를 사이에 두고 400마일 이하 떨어져 있는 두 나라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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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동아시아는 아

시아와 유럽, 전체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다. 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아시

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데탕트 시기부터 안보갈등 수준이 줄

어들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데탕트 시기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탈

냉전기에 들어서 냉전 초기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무역의존 현저성이 높다. 양

국의 무역량을 각국의 국내총생산 값으로 나눈 현저성 변수의 증

감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동아시아는 1980년대에 하락세를 보였

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여 2000년에 이르러 유럽을 비롯

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의존 정도를 보여준다(<그림 2>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안보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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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아시아 국가쌍은 전체 국가쌍과 비슷한 수준의 현저성을 꾸

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의 현저성은 1980년대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여주었으나 소련의 해체와 신생국가의 등장 시기에 급감하여 

현재는 동아시아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협력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높은 수준의 안보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무역의존 대칭성이 낮다.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의존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대칭

성을 보인다(<그림 3> 참조). 유럽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대칭성이 

급락하였다가 1990년 초반부터 상승하여 전체 국가쌍 수준의 대

칭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전체 국가쌍이 보이는 대칭

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동아시아의 대칭성은 1980년대 이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경제협력의 현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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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여 국가 

간 무역관계의 대칭성 추세가 거꾸로 된 U자형을 보인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무역의존은 심화되었지만(현저성 증가) 대칭성은 악화

(대칭성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은 현저성 증가와 대칭

성 감소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과연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현저성과 대칭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1970년대 이

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한국-중국, 중국-일본, 중국-북한, 

중국-대만, 중국-몽골)과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국가쌍(한국-북한, 한

국-일본, 북한-일본, 일본-대만)을 비교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은 

1980년대부터 현저성이 증가한 반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쌍의 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경제협력의 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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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대칭성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국가쌍

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비대칭

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저성과 대칭

성 변화 추세가 바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쌍에서 재현되

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교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모습을 상당 부

분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인과분석

그렇다면 과연 경제협력은 안보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협력의 현저성은 안보갈등을 감

소시키고 경제협력의 비대칭성은 안보갈등을 부추기는가? 경제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 동아시아 국가쌍의 현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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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대한 기대는 안보갈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러한 경제협력 변수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지리적 조건과 별도

로 안보갈등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1950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국가쌍에 대하여 ‘희

귀 사건 로짓 분석(rare event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부록 

1·2·3>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첫째, 경제협력의 현저성과 대칭성은 무력분쟁을 감소시킨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협력의 정도, 즉 

현저성이 증가할수록 안보갈등이 줄어든다고 보았으며, 현실주의

자들은 경제협력의 심화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안보갈등

7　 종속변수인 분쟁발발((Fatal) MID)이 더미변수이고 발발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희귀 사건 로짓 분석(rare event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희귀 사건 로짓 분

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King and Zeng 2001a; 2001b).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동아시아 국가쌍의 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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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력

의 현저성과 대칭성 모두 무력분쟁 가능성은 줄이는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고강도 

분쟁의 경우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하며 영향력의 정도도 상승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부록 1>의 모델 1과 2 참조). 한편, 경제협력 

관련 변수만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포함한 통제변수

들 중 국가 간 라이벌(rivalry)과 육상 국경(border)은 양의 영향을, 

동맹(ally)은 음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은 모든 분쟁의 개시를 종속변수로 삼았을 

때보다(모델 1) 고강도 분쟁의 개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

(모델 2) 커졌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과 전략적 라이벌이 안보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앞서 살펴본 안보갈등 발발 

통계분석을 지역별로 시도하였을 때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협력과 

전략적 라이벌 변수가 다른 지역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부록 2> 참조). 동아시아, 아시아, 동아시아 이외 지역

에 대하여 따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무

역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은 음의 영향력을, 전략적 라이벌은 양

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다만 이들 변수의 영향력 정도, 즉 계수의 

절대값이 동아시아 모델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8　 라이벌 변수는 양국의 지도자가 상대국을 “전략적 라이벌”(strategic rival)로 인

식하는지에 대한 톰슨(William Thompson)과 드레이어(David R. Dreyer)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Thompson and Dreyer 2012). 동맹 여부와 국경/거리

는 Correlates of War(CoW) 프로젝트 데이터를, 민주주의는 Polity IV의 Polity 

Score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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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혹은 전체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 두 변수, 수도 간 

거리(distance)와 육상 국경(border)은 동아시아의 경우 주요한 변

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일본, 중국

과 대만, 한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탈냉전기 동아시아 안보불안의 기저에 있다는 기존 연구자

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Friedberg 1993/94). 하지만 동시에 이러

한 라이벌의 영향과 별도로 경제협력이 동아시아 안보갈등에 미치

는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무역의존 현저성과 대칭성에 대한 기대가 안보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불명확하다. 양국의 무역의존에 대한 기대와 미

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현저성과 

대칭성의 최근 변화 양상이 지도자의 무역에 대한 기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지난 5년 동안 현저성의 변화 정도

와 대칭성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분쟁 개시를 종속

변수로 삼은 모델의 경우 ‘향후 현저성’(salience_exp)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만 아주 미약한 양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고(<부록 1>의 모델 3), 고강도 분쟁 개시에 대한 모델의 경우 ‘향후 

대칭’(symmetry_exp)은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록 1>의 모델 4). 이는 현저성과 대칭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가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낳을 것이라는 예상과 정반대되는 결과

이며, 특히 고강도 분쟁 개시 모델에서 대칭성 기대변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경제의존의 대

칭성 증가는 두 국가의 경제규모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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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것으로 힘의 압도적 우위가 사라지는 상황이 결국 분쟁

개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냉전 종식 후 안보갈등에서 경제변수의 영향은 보다 뚜

렷해졌다. 마지막으로 냉전기 미소 양극체제가 경제협력과 안보갈

등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전략적 

라이벌(rivalry)과 동맹(ally) 변수는 탈냉전기(1991~2000년)와 비

교하여 냉전기(1950~2000년)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동맹의 경우 탈냉전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드러

났다. 경제협력의 현저성은 탈냉전기에는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냉

전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대칭성 변수는 두 시기 모두 음의 영향

력을 가지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서 계수의 절대값은 증가하였고 보

다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전이

라는 글로벌 차원의 양극 구도가 와해되자 경제변수의 중요성이 

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IV 결론과 전망

동아시아는 경제협력은 심화되었지만 안보갈등은 변함없는 모습

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동아시아만의 예외적 모습은 아니다. 많

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경제협력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종종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통하여 안보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동아시아는 무역의존의 현저성과 비대칭성이 동시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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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과 별도로 미중, 중일, 남북한 

등 역사적·전략적 라이벌 관계는 해소되지 않은 채 탈냉전기에 들

어서 안보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아시

아 안보갈등은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의 현저성과 대칭성이 동

시에 증가하고 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완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긍정적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주요 라이벌 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

존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6> 참조),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저성에

서 1970년 중후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대미 의존 정도는 미국의 대중 의존 정도를 항상 앞섰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비대칭성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다소 심화되

었다. 하지만 중국의 GDP는 1990년에는 미국 GDP의 6%에 불

과하였지만, 2000년 11.6%, 2010년 39.6%, 2013년 55%에 이르

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 있으면 미

국 GDP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대로 중국이 미

국의 경제력을 추월하면 양국의 경제협력의 비대칭성은 거꾸로 미

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9 코퍼랜드는 패권국과 도전

국 사이에서 경제력의 전이가 일어난 후 군사력의 전이가 일어나

기 전 시기가 패권국에 의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 일어나기 

9　 이근욱은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비대칭 경제협력을 활용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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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경이라고 지적하였다(Copeland 2000, 5-6). 미국의 대중 의

존이 중국의 대미 의존보다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취약성

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경우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력 사

용 가능성은 현재보다 높다고 예상된다. 달리 말해 미국과 중국 사

이의 경제력 전이는 본격적인 양국 간 정치·안보갈등의 시작을 의

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동아시아 라이벌 관계인 중국과 일본은 어

떠한가? 미국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 역시 1970년대부

터 경제협력의 현저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1960년

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일 의존도가 일본의 대중 의존도보다 높았

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의존도가 중국의 의존도를 앞서

기 시작했다. 즉, 실질 GDP 기준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경제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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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양국의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일본이 대중 균형 전략을 강화시키고, 중국은 일본에 대

하여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국의 

전략적 라이벌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남북한관계는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모습에 일정한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남

북한 경제협력이 2000년대에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천안함 폭

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냉각기에 들어섰다. 지난 남북한 경제협력

을 돌아볼 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을 막지 못한 점은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이 가지는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의 북

중관계에서 드러나는 비대칭적 의존관계는 상대적 약국으로 하여

금 취약성을 의식하여 상대적 강국에 대한 경계심리를 발동하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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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상대적 강국은 상대적 약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 속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관계

의 경제협력 방향은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

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개방화에 초점

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북한 경

제특구 활성화에 한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참여하는 정책은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국제화 노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풀면서 세계경제에 편입하도

록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 개방과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

해를 가지도록 하는 양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남북한관계

의 변화를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여부가 아니라 경제협력의 형태에 

대한 전략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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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희귀 사건 로짓 분석 I

DV: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ll MIDs Fatal MIDs All MIDs Fatal MIDs

salience -10.384 ** -70.571 *** -9.203 ** -77.443 **

4.393 23.391 4.274 30.636

symmetry -1.88 * -10.28 *** -1.45 -15.06 ***

1.04 3.18 1.21 5.64

salience_exp 6.E-06 *** 1.E-04

1.E-06 7.E-04

symmetry_exp 0.16 36.52 ***

0.13 1.02

rivalry 1.39 *** 1.57 *** 1.11 *** 1.38 ***

0.15 0.27 0.14 0.28

capacity ratio -0.04 -0.14 -0.03 -0.15

0.04 0.09 0.04 0.09

ally -0.35 *** -0.61 ** -0.45 *** -0.74 ***

0.11 0.25 0.11 0.25

democracy_low -0.01 -6.E-04 0.01

0.01 0.02 0.01 0.02

democracy_high 0.03 *** 0.02 0.02 *** 0.02

0.01 0.02 0.01 0.02

border 0.50 *** 1.35 *** 0.43 *** 1.58 ***

0.14 0.32 0.12 0.32

distance 2.E-04 ** 2.E-04 ** -2.E-04

1.E-04 9.E-05 2.E-04

(peace years) -0.20 *** -0.28 *** -0.23 *** -0.27 ***

0.02 0.04 0.03 0.05

(peace years)̂ 2 0.01 *** 0.01 *** 0.01 *** 0.01 ***

1.E-03 2.E-03 1.E-03 2.E-03

(peace years)̂ 3 -3.E-05 *** -7.E-05 *** -4.E-05 *** -7.E-05 ***

1.E-05 3.E-05 1.E-05 2.E-05

Constant -0.65 6.16 * -0.47 10.97 *

1.07 3.39 1.23 5.83

N 16756 16756 14491 14491

Note: *.10, **.05,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d by dyadid (cl’s COW country 

code*1000+c2’s COW countr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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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희귀 사건 로짓 분석 II

Region:

Model 1 Model 5 Model 6 Model 7

World East Asia Asia Non-East Asia

salience -10.384 ** -59.39 *** -9.96 ** -10.59 **

4.393 20.51 6.33 5.03

symmetry -1.88 * -12.05 -0.04 -1.55

1.04 7.54 5.47 1.42

rivalry 1.39 *** 1.91 *** 0.91 *** 1.34 ***

0.15 0.16 0.35 0.15

capacity ratio -0.04 -0.31 -0.16 -0.03

0.04 0.13 0.13 0.05

ally -0.35 *** -0.28 0.52 * -0.30 ***

0.11 0.43 0.27 0.12

democracy_low -0.01 0.10 *** -0.01 -0.01

0.01 0.02 0.02 0.01

democracy_high 0.03 *** 0.02 0.05 * 0.03 ***

0.01 0.02 0.03 0.01

border 0.50 *** 0.09 0.65 0.69 ***

0.14 0.45 0.44 0.14

distance 2.E-04 ** -4.E-04 -5.E-04 * 3.E-04 ***

1.E-04 4.E-04 3.E-04 1.E-04

(peace years) -0.20 *** -0.19 -0.47 *** -0.19 ***

0.02 0.13 0.06 0.02

(peace years)̂ 2 0.01 *** 0.01 0.03 *** 4.E-03 ***

1.E-03 0.01 0.01 1.E-03

(peace years)̂ 3 -3.E-05 *** -5.E-05 -4.E-04 *** -3.E-05 ***

1.E-05 2.E-04 1.E-04 1.E-05

Constant -0.65 12.29 -1.01 -1.24

1.07 7.59 5.50 1.43

N 16756 383 1698 16373

Note: *.10, **.05,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d by dyadid (cl’s COW country 

code*1000+c2’s COW countr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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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희귀 사건 로짓 분석 III

Period:

Model 1 Model 2 Model 3

1950-2000 1950-1990 1991-2000

salience -10.38 ** -14.84 -8.43

4.39 9.70 3.93

symmetry -1.88 * -2.24 * -4.90 **

1.04 1.27 2.04

rivalry 1.39 *** 1.46 *** 1.23 ***

0.15 0.17 0.24

capacity ratio -0.04 -0.01 -0.14 *

0.04 0.05 0.07

ally -0.35 *** -0.43 *** -0.09

0.11 0.14 0.20

democracy_low -0.01 -0.02 -2.E-03

0.01 0.01 0.02

democracy_high 0.03 *** 0.03 *** 0.02

0.01 0.01 0.02

border 0.50 *** 0.48 *** 0.53 **

0.14 0.16 0.22

distance 2.E-04 ** 2.E-04 ** 2.E-04 *

1.E-04 1.E-04 1.E-04

(peace years) -0.20 *** -0.20 *** -0.19 ***

0.02 0.03 0.05

(peace years)̂ 2 0.01 *** 0.01 *** 5.E-03 *

1.E-03 1.E-03 3.E-03

(peace years)̂ 3 -3.E-05 *** -3.E-05 *** -4.E-05

1.E-05 1.E-05 3.E-05

Constant -0.65 -0.37 2.59

1.07 1.36 2.10

N 16756 12625 4131

Note: *.10, **.05,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d by dyadid (cl’s COW country 

code*1000+c2’s COW countr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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