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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가의 속성과 전쟁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국제정치 무정부 체제가 전

쟁의 원인이라는 구조결정주의는 여전히 간결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확산과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국제정치 무정부 속성에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였다

면 한반도의 안보긴장은 좀더 완화되지 않았을까? 중국의 부상이 '민주주의 

중국'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중국위협론은 약화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국가

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금보다 매우 높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유럽

과 같은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지역의 분쟁 및 전쟁 

가능성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을까? 

자유주의 진영에서 등장한 민주평화론의 골자는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체

제를 받아들일수록 전쟁은 소멸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치체제 속성이 

국제정치의 전쟁과 평화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체제가 

무정부라 할지라도 국가의 속성에 따라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다르

게 나타난다. 더욱이 공화정 국가들이 상업 정신과 함께 국제 기구를 통해 도

출된 합의와 규율을 국가 간 그리고 국제정치의 작동 방식으로 규범화한다면 

국제정치의 평화는 매우 공고화 될 것이다. 이것이 민주평화론의 철학적 근

간인 칸트의 영구 평화론(Perpetual Peace)이며 평화의 삼각구도론(Triangulating 

Peace)이다(Kant, 2007[1795]; Russett and Oneal, 2001).

민주평화론은 미국의 대전략에 오래전부터 반영되어 왔다. 냉전말기 레이

건 대통령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동부 유럽 공산권에 긴 한 정책을 집

행하였으며, 이후 집권한 미국의 민주-공화당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와 제

도 확산을 위해 개입(Engagement)정책은 물론 침략 전쟁을 선택하기도 했

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국가 속성의 변화가 국제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민주평화론의 결론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은 국가정치체제라는 국제정치 단위(예: 국가) 차원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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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그 자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한다. 특히, 맥락적으로 

냉전의 종말과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은 ‘민주주의와 전쟁’ 

관계를 주목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했다.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

론가들은 평화의 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되었고 민주평

화론은 민주주의와 국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연결하는 보편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Doyle, 2005; Henderson, 

2002; Kinsella, 2005; Rosato, 2003; Russett and Maoz, 1993; Slantchev 

et al., 2005; Spiro, 1994), 경제적 상호의존(Gelpi and Grieco, 2008; Milner 

and Kubota, 2005; Russet and Oneal, 2001)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관계

(Choi, 2006; Kim and Russett, 1996; Voeten, 2000) 등으로 분화되어 국

제체제에서 서로 다른 국제정치 문제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로 

발전되었다. 국내에서도 민주주의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연구(김석우, 

2007; 김재천, 2004, 2009; 김형민, 2013; 신욱희, 2006; 이혜정, 2008; 정성

철, 2013; 최아진, 2006), 경험적 연구(김석우, 2010; 이재철, 2006; 이진명, 

2014) 그리고 남북관계(김근식, 201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발전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었다. 분

석단위로서 민주주의의 정의와 관찰영역의 불분명성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쟁과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발생

되는 전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명확히 제공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들어냈다

(Farber and Gowa, 1995; Layne, 1994; Vincent, 1987; Waltz, 1993).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국가 간 평화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경험적 질문과 함께 국가 속성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정치제도여야 하는가라는 보다 원론적인 질문도 제기 되었다. 평화를 

구축하는 핵심 변수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

의 자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로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의 힘이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주장이 베데(Erick Weede)에 의해 제기

되었고, 평화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에 초점을 두는 자본주의 평화론 

(Capitalist Peace)이 학계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 간 평화를 설명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번영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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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발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보다 더 유용하다고 주장

한다(Weede, 2004: 155). 개인의 경제적 자유(예: 사유권 보장)는 분쟁을 추

구하려는 정책결정자를 제약함으로써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 즉, 민

주주의라는 정치 속성보다 자본주의 속성이 독재자의 전쟁 야욕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적 이익 공유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유사

성이 국가 간 평화 공존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평화론은 자유주의 학파에서 제공하는 단위수준의 

국제정치이론이다. 이 두 이론의 공통된 특징은 국가 단위의 정치와 경제 제

도의 유사성이 국제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한걸

음 더 들어가 살펴보면, 개인이 얼마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

게 추구할 수 있는가가 국가의 속성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가지게 

되는 유사성이 상호간 강화될수록 국제정치는 평화롭게 된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이론이 제1분석수준에서 간과하고 있는 분석 단위로

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자유를 다루고 있으면서 평화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국제정치학에 제공한다고 인식한다. 이는 세계화된 경제가 국제정

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구조적 문제와는 분석수준이 다르다. 즉, 

민주주의 발달과 자본주의 진화는 결국 개인의 자유 수준이 얼마나 정치와 

경제 차원에서 보장되는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및 정치의 제도

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전쟁과 평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물

론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이러한 시

각이 여전히 치 한 이론적 고민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이 국가 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함께 II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III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구조

를 통해 규범화 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규범화가 어떻게 국제정치의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리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IV장은 민주주의와 자

본주의가 국가 간 안보 위기 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내는지 비교 고찰한

다. V장을 통해서는 민주주의 평화와 자본주의 평화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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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II. 개인의 자유와 평화

1. 칸트의 개인 자유와 평화

국제관계이론으로서 자유주의는 칸트(Kant, 2007[1795])에 그 사상적 원

류를 둔다. 칸트의 영구 평화 선언은 인간의 이성이 국제관계에 평화와 정의

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늘날 자유주의의 핵심개

념이 되고 있다. 칸트의 자유주의는 시민권, 즉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확보를 

평화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고려한다. 평화는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

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

서 제도화된 것이 공화정이다. 이는 시민권과 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한 오늘

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분쟁 또는 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민주평

화론으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의 민주주의 특성이 국제체제에서도 발현되고 

규범화되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김석우, 1997: 87-88).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작성되던 18세기 후반은 프랑스 혁명기로 전제군주

제가 주된 통치 형태였지만 한편으로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

와 평등 그리고 박애 사상이 새로운 주류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칸트는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체결된 바젤조약(Basel Treaty)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일시적인 휴전 조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

다(유석성, 1996: 126). 칸트는 전쟁의 지속상태 그리고 전쟁을 종결짓지도 

못하는 임시방편적인 조약에 실망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인간 사회의 항구

적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영구평화론'에 담아냈다(오영달 ․ 하영애, 

2010: 153).

칸트는 국가 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반목을 벗어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

기 위해 공화정 헌법(Republican Constitution), 경제적 상업정신(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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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t) 그리고 공화국들의 평화 연합(Foedus Pacificum) 조건에 대한 논의를 

영구평화론에 담아냈다. 특히 그는 이 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영구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Doyle, 2005; Russett et al., 1998).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제1확정 조항을 모든 국가의 체제가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명기한다. 공화정이란 개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는 체제로 이

를 위한 조건으로는 자유, 순종 그리고 평등을 말한다. 칸트는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공화제를 택한 국가들 사이에서 영구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공화정 체제의 정치지도자는 법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전쟁 선포

와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동의와 승인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의 정

책 결정자는 전쟁을 결정하는데 제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할 때 발생되는 전

쟁 비용이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낮아 분쟁 결정에 대한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칸트는 공화정뿐만 아니라 상업정신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와 같이 

개인의 경제 활동 보장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았

다(Doyle, 1986: 1157).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형성되는 국제관계는 국가 

사이에 협력과 이해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국가 간 갈등과 오해를 줄여 평화

를 증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설립이 용이하다(Oneal and Russet, 1997: 267-293). 결국 칸트는 국가들이 

공화정 헌법과 상업정신에 기반한 정치 ․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이들 국가들

이 연합의 형태를 보인다면 국제체제에 영구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

명이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칸트의 상업적 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 Peace)에 기반한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의 활발한 활

동이 있었다. 이들은 개인의 사적 자산과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관계가 

평화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9: 33). 국가들의 경제적 고립

과 보호주의 또는 제국주의 경쟁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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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은 사적 자산과 경쟁시장을 통해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억지함으로

써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자유무역이 국가의 규모나 본질에 상관없이 

모든 행위자에게 상호 이득을 가져다주며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한다는 

주장(Richard Cobden, 1804-1865)은 당시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

유주의의 핵심 개념이었다(Morley, 1903: 276). 과거에는 전쟁이 국가의 부

를 축적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장체제(Market 

System)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는 전쟁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기존 부의 축적 수단이었던 전

쟁은 점차 무용하게 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각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평화의 핵심근원으로 고려하였고 개방 경제와 상호의존으로 발생되는 경제

적 이익이 전쟁 비용 보다 높기 때문에 상업정신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가진 

국가가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 보았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에 기반을 둔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이

후 개인의 재산권을 고려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 경제적 상호의존의 감소,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냉

전기의 미소 간 대립은 무역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가설이 틀렸음을 보이면

서(Carr and Cox, 2001: Morgenthau et al., 2005). 자유주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둔 민주평화론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평화론은 제한적으로 상업주의 평화론

(commercial peace)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의 확대로 평화에 대한 근원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특징을 재고려하는 자본주

의 평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2. 개인의 이익과 국가 행위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분석 수준에 따라 개인, 국가 그리고 체제의 세 

가지 수준을 통해 이를 분석할 수 있다(Waltz, 2001). 국제정치 이론의 주류

라 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의 원인이 국제체제의 무정부 속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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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조(self-help) 상태에 놓인다. 때문에 국가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군비 증강을 기반으로 세력 균형을 추구하며 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즉 국가의 행동은 국제체제로부터 제약을 받는 외생적 특성을 가진다(Waltz, 

2010).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의 속성과 국내의 사회적 유형

이 국가의 이익을 결정한다고 고려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

지는 국가와 시장 경제와 복지에 가치를 두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은 

독재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이익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는 논리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신념과 문화는 서로 다르더라

도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물질적 안녕과 보호에 관심을 두며 이익

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자유에 관

여하지 않으면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한 조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

들은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기보다 모든 개인의 이익을 인식하

고 보호하는 조건 아래에서 자유가 영위되어야만 이익의 조화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민주평화론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조화를 만들 수 있

는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전제했다(Owen, 1994: 94).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지 않는

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국가 특성을 결정한다고 고

려한다. 국가 이익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정치적 권리가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내생적 구조를 가진다. 특히 개인의 정

치적 자유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따라 국가의 외교적 특성이 평

화 또는 공세로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의 외교행위는 정부 내 다양한 기구들의 

협의와 대중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Maoz and Russett, 1993: 626). 언론

의 자유와 규칙적인 경쟁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자의 정치적 결정을 평가하고 그들의 권리

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를 통해 정책 결정자를 체벌 할 수 있다. 민주주

의 국가의 정책결정자는 전쟁을 목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때도 시민들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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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기도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제도적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평화적 성향을 가진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 

비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지하는 주요 집단만 고려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동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 같은 

조건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원의 동원이 어

렵고 전쟁을 위한 준비도 오래 걸려 평화지향적이라 고려할 수 있지만, 민주

주의 국가들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는 특징

도 갖는다. 

민주평화론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정치적 차원에서 고려했다면,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는 결정적 요소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개

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평화론

을 국제관계이론으로 처음으로 도입했던 베데(Weede, 1996, 2003, 2004)는 

민주주의 보다 국가의 경제 발전이 국가 내 그리고 국가 사이의 평화에 영향

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 번영 없는 민주주의는 취약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무역, 해외투자, 금융 개방 그리고 국가 내 사유재산

의 확대와 같이 자본주의 특징들이 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평화를 구축하는 인과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서 자유무역과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 보다 결정적이라는 주장이며, 이를 

‘자본주의 평화론’이라고 한다(Weede, 1996).

자본주의 평화론은 기존 상업적 자유주의의 학문적 사조를 계승하지만 국

가 간의 상호의존의 관계를 넘어 탈냉전 이후 확대되는 시장(market)의 역

할에 관심을 둔다. 시장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축적하게 하는 경제 

기능을 가진다. 이 같은 시장은 국가 경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도록 국가 이익에 대한 선호를 변화 시킨다. 특히 

시장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행위자들을 쌍방향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

해 시장에 참여한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선호를 부과함으로써 갈등을 상쇄시

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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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축적할 수 있게 하며 

국가가 가지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선호를 변화시킨다(Gartzke, 2007). 자본

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는 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자원을 시장을 통해 획득한다. 특히, 현대전의 경우, 

과거와 같이 점령을 목적으로 비용이 드는 노동집약적인 군사 전략보다는 최

첨단 무기에 기반한 자본집중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장 경제체제를 가지는 

국가는 비용이 되는 전쟁보다는 시장을 통해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평화지향

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시장 변동에 민감해하고 시장 안정화

에 직 ․ 간접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용이하게 평화

를 구축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서도 경제 성장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된 바가 있다. 브레머(Bremer, 1992)는 민주주의의 평화

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던 중 경제 발전과 평화의 상관성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가츠크(Gartzke, 2005, 2007)는 경제적 자유와 같은 자본주의 요

소가 민주주의보다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였다. 

자본주의 평화는 결국 경제가 정치에 선행한다는 논리 구조를 가진다. 개

인의 경제적 이익이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발현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 평화롭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평화, 즉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는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국제관계이론 영역에 대두되고 있다. 

III. 자유주의 규범과 평화

1. 민주주의 평화와 규범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분쟁이 발생되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침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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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의 분쟁적 행위를 억지한다. 또

한 민주국가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정치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규

범을 가진다. 민주평화론자들은 이 같은 민주주의의 평화적 해결 방식이 민

주주의를 택한 다른 국가에서도 작동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Maoz and Russett, 1993; Weart 

1994).

마오츠와 러셋(Maoz and Russett, 1993: 625)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규

범과 안보에 관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첫째로 국가들은 국내 정치적 

과정과 제도를 통해 발전된 행위 규범을 상호 공유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

내의 경쟁은 제로섬이 아닌 상호 공존하는 안정성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비

민주주의 국가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로섬 경쟁이며 국내 정치적 

갈등은 폭력과 강제를 통해 이뤄진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들의 내적 규범은 

동질적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규범으로 작동되고 제로섬 속성 

보다는 공존의 규범을 구축한다. 

둘째는 비민주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보다 국제체제의 무정부 

속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폭

력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

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이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호혜적 전략을 사

용 한다. 한편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특성은 안보 우선의 특성을 

보이며 이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제로섬 형태를 가진다. 때문에 이들의 강제

적 행동 규범은 상대 국가 또는 적 사이에 발생된 문제를 폭력을 통해 해결

하려 하며 비민주주의 국가들 사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쉽게 전쟁으로 치닫는

다. 비민주주의 국가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가진

다. 이는 비민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전쟁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Huth and Russett, 1993; Maoz, 1989; Maoz and Russett, 

1992).

민주평화론의 국제적 규범성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

한 비판도 상존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규범이 국가 행위를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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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Starr, 1997: 159-160). 다시 말해 민

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민주주의 규범에 그 원인이 있는가에 

대한 인과성의 문제이다. 고바(Gowa, 1995)는 규범이론과 이익에 기초한 국

가의 외교정책을 구분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그리고 양극체제와 헤게모니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의 행동은 공산

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의 규범성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민주주의 규범에 따라 국가 행위를 

설명하기보다 이익에 기초한 설명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분쟁 참여에 대한 근

본적 원인으로서 더 많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Brawley, 1993; 

Kacowicz, 1995; Lemke and Reed, 1996; Rousseau et al., 1996; Schweller, 

1992). 

2. 자본주의 평화와 규범

민주평화론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하는 규범성의 근원을 민주주의에 

있다고 보았다면, 자본주의 평화론은 시장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적 속

성이 계약을 통해 규범성을 가지며 이 같은 특징이 국가 간 평화의 규범으로 

작동된다고 주장한다. 무슈(Michael Mousseau)는 민주평화론이 경제 발전과 

시장과 같은 자본주의의 특성을 정치적 요소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고려해 자

본주의의 평화적 특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Mousseau, 2009: 54-57). 또

한 초기 자본주의 평화론에 대해서도 평화를 구축하는 핵심 변수로 경제 발

전과 자유시장만으로 국가 간 평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시

장 그 자체로서의 기능보다 시장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행위자는 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자

신의 재산권을 추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행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계약집중경

제(Contract Intensive Economy)를 구성하게 되고 국내 정치에서의 계약 경

제 방식은 국제 관계에도 규범으로 작동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Mousseau, 2000, 2009, 2010a, 2010b,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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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은 시장경제에서 계약(Contract)의 형태로 나타나며 경제 행위 

주체자들 사이에서 경제 규범으로 작동된다(Mousseau, 2000: 477). 자본주

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유한 노동과 상품 교환

을 위해 일면식 없는 이방인과 상호 타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양측의 상호 합의된 이익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는 경제 행위의 결과물이다. 계약자들은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상호 

계약의 의무를 실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진다. 양측의 자유의지와 보편적 

신뢰에 기초한 계약은 경제 규범 형태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사회정치 규범

으로 전환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간 민주적 제도로 전환된다는 논리이다. 

국가는 이 같은 전환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법을 통해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국가내 계약 관계는 국가 간 계약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무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계약집중국가(Contract Intensive State)로 

규정하는 반면에 계약관계가 취약한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를 후견 국가

(Client state)로 구분하고 계약집중국가가 보다 평화적이라는 명제를 제시한

다(Mousseau, 2009: 58). 계약집중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장에 의존한

다. 때문에 경제 행위자들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개인의 이익에 비용을 

부과하는 분쟁 또는 전쟁을 지양하는 선호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체제에서 

개인은 계약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확대를 추구

하는 국가에 관심을 둔다. 특히 이들은 정책 결정권자가 경제적 비용을 발생

시키는 분쟁 또는 전쟁을 결정하지 않도록 제약 요소로 작동한다. 뿐만 아니

라 작은 시장 보다 큰 시장이 더 많은 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계약 집

중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계약집중국가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

에 다른 국가보다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동맹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Mousseau, 2010b: 4).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

법을 통해 국제 질서를 증진시키려 하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의 안보

를 위해 협력한다. 국가 간 계약관계는 국가들의 베스트팔렌 조약(Westph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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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에 대한 동의와 보호가 대표적이다. 국가들은 계약으로서 베스트팔렌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라고 고려하지만, 계약 기반 질서를 어지

럽히고 공통의 경제적 이익에 위협을 주는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으로 분쟁에 참여한다(Mousseau, 2009: 63).

후견주의는 중세 유럽의 봉건주의와 같이 개인과 친구, 가족 등의 혈연 또

는 지연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제 구조이다. 후견주의 경제는 후견인

과 피후견인으로 구성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제

공하면서 피후원자의 충성심을 증진한다. 상대적으로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

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후원자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같은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의 시장은 경쟁과 계약을 통한 이익 분배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익 분배를 이루기 때문에 취약한 시장 경제와 제로섬 형태를 띤다. 후견인

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피후견인은 후견인에게 더 많은 충성심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피후견인은 이를 억지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후견국가의 전쟁은 경제적 갈등과 체제 내부의 불

만을 외부로 전환 시키려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파시트와 같은 극단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Mousseau, 2010b: 4). 

요컨대, 규범에 기반한 자본주의 평화론은 민주주의가 국가들 사이에 평화

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국내 경제적 요소, 즉 자본주의가 평화를 확대

시키는 주요 요소라 주장한다. 특히 계약 집중 사회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행위 주체들에게 더 많은 계약의 기회를 주고, 참가자들 사이에 명확한 선호

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계약 집중 사회는 자신과 타

자의 선호를 고려한 이익에 기반한다. 이 같은 계약 집중 국가들은 근대 국

가 체제가 법과 동등한 계약 규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주

권에 덜 도전할 것으로 고려한다. 때문에 계약 집중 국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속하기 위해 베스트팔리아 체제의 보존을 고려했으며, 만약 그들 체제에 

도전하는 비계약 국가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응징적 전쟁을 수행한다. 자본

주의 평화론의 규범적 적용은 결국 국내 경제적 요소, 투표자와 엘리트 사이

의 근본적 합의로서 계약 그리고 국가 간 국제법을 통한 계약 집중 경제를 

가진 리더들이 현상 유지 보호를 공통의 안보이익으로 가지며 도전하는 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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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실체에 대해 동맹을 갖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한다. 

IV. 안보위기와 평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쟁 원인에 대한 쟁점은 무정부라는 국제정치의 

속성과 국가의 의도가 얼마나 투명한가로 집약된다. 구조론자들은 전쟁이 무

정부적 국제체제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들의 불확실한 의도 때문에 발생한다

고 믿는다(Jervis, 1978; Waltz, 2001, 2010). 때문에 이 같은 공간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안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피어론(Fearon, 1994)과 같은 민주평화론자는 국가의 불확실한 의도가 국

가 간 위기 또는 분쟁에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 구조가 국가의 의도를 보이는 강력한 신호(signaling)로 작동되어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일수

록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상대 국가에게 신호로 작

동되고 결국 기존의 국가 간 합의는 준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본주의 

평화론자들은 민주평화론이 주장과는 달리 개방 경제와 시장의 세계화

(Gartzke and Hewitt, 2010; Gartzke and Li, 2003) 그리고 사적 재산권 등

이 국가 간 안보위기를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보다 많은 설명

력이 있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9, 2010). 이 같은 개념을 통해 개인

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국가 안보 위기 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는

가를 살펴본다. 

1. 위기 시 민주주의와 평화

민주평화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 또는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어

떠한 방식으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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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Fearon, 1994)과 슐츠(Schultz, 1998, 2001)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

을 청중비용(Audience Cost)에서 찾는다. 청중비용이란 정치지도자가 군사

적 위기 시 취한 행동, 특히 이미 취한 정책을 철회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이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가들은 청중비용을 가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청중 비용의 변동성은 국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작동된다.

국가 간 발생되는 위기는 국가 또는 정책 결정자에게 비용으로 작동된다. 

위기 시 국가는 협상과정에서 공격, 후퇴 그리고 위기의 고조와 같은 외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Fearon, 1994: 577). 특히 위기라는 사건은 국민들 

앞에서 국가 간 벌이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가가 협상과정에서 전술한 외교 

정책 중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이는 곧 정책 결정자에게 정치적 비

용으로 작동된다.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위기가 발생된다면 국가는 상대방

의 의도와 동기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상대국가의 의도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정보(Private Information)로 이를 밝히기 위해서 국가

는 타국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의도를 유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

에 직면한 정책 결정자는 승리의 가능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상

대적 능력을 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장된 능력과 허세는 분쟁당사자간에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확전 가

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제도적 견제와 

책임 논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환경은 비민주주의 정책 결정

자보다 민주주의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많은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안보 위기 시 상대국가에 과도한 위협이나 회유의 정책을 

자의적으로 발휘 할 수 없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정책이 실패할 경우 

재선출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지도자가 감수해야 하는 정

치적 비용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 행위 가능성을 낮춘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비용 특성은 갈등관계에 있는 적국에게 자국의 전쟁 또는 평화의 의도에 대

한 신뢰성을 보이는 정보로 작동된다. 이는 국가 간 오판을 줄여 분쟁을 억

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안보딜레마를 줄이는 요소로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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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시 자본주의와 평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평화론자들은 자율적으로 작동되

는 세계 자본시장이 국가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

다. 시장은 생산요소 또는 국가에 필요한 자원을 해외로 재분배하며 정치지

도자의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의 이동은 타국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이 되는 신호로서 작동되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한

다.

자본은 국가 위기 시 정치적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면 빠르게 이동한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자본유출은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정치지도자가 정치적 목적 실현과 시장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 또는 전쟁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자

국 내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동시켜 전쟁을 선택하려

는 정치지도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때문에 자본은 국가 간 평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artzke et al., 2001: 391). 특히 자본의 상호의존 자체는 분쟁 

시 국가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작용하는데, 국가들 사이에 경쟁을 억지

하고 비군사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의 상호관계보다 금융의 

상호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제 자본을 통한 상호의존은 상품과 

서비스 교환보다 변동성이 더 크며, 자본 시장은 국내 경제 영역에서 더 많

은 연결성을 가진다(Gartzke et al., 2001: 392). 자본의 높은 변동성은 정치

지도자에게 사전에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

전에 사전적(ex ante)으로 작동된다면 국가들은 상호간 허세(Bluff)를 하지 

않고 갈등 또는 전쟁의 발생 이전에 협상할 수 있게 해 평화를 증진하게 한

다(Gartzke and Li, 2003: 562). 

기존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의 경제적 이득과 전쟁 비용 사이에서 발생되는 

기회비용 때문에 국가 선호가 변화될 것으로 보았다면, 자본주의 평화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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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같은 경제 행위의 기회비용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

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판한다(Gartzke and Hewitt, 2010: 122). 예컨대 전

쟁 비용은 상호의존적 무역관계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급경제를 가진 국

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

가의 이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장의 역할에 주목하며 시장과 국

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자본주의 개방 경제체제를 가

진 국가는 폐쇄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 보다 안보 위기 및 분쟁 발생시 협상

과정에서 안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 선호를 나타낸다 

(Gartzke et al., 2001; Gartzke and Li, 2003; Gartzke, 2007). 가츠크는 이

러한 선호가 자본개방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보였다(Gartzke and Hewitt, 2010). 따라서 시장의 통합과 자본의 

개방정도는 국가 안보 위기 시 국가로 하여금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장과 자본은 국가들의 선호를 변화시킨다(Gartzke and Hewitt, 

2010: 123). 기존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은 제한된 

자원에 대한 선호 이익이 상호간 제로섬이라 보았다. 그러나 가츠크는 국가

의 이익은 국가의 가치 우선순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므로 현실주의자들의 

이익에 대한 설명은 국가의 이익을 제한적으로 보았다고 비판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은 국가 간 발생할 수 있는 제로섬 형식의 자원 경쟁을 넌-제로섬

(Non-Zero Sum) 형식의 자원 경쟁으로 바꿈으로써 국가의 선호를 변화 시

킨다.

V. 결론

국제정치의 영구적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오늘날 

민주주의 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의 두 갈래로 진화했다. 민주평화론과 자

본주의 평화론은 국가 단위 수준의 국제정치 이론으로서 국가의 정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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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의 유사성이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구축함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한다. 이 두 이론은 정치적 제도와 경제적 특성

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행동 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제도가 유사한 국간들 간의 국제정치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더욱 평화로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의 세계화는 자유주

의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현상이며, 국제정치 무정부의 성격에 변화를 조

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즉, 세계연방 정부가 출현하지 않더라도, 민

주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신시킨다면, 국제정치의 항

구적 평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자본주의 평화론은 여전히 실증적 검증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한편으

로는 매우 이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평화의 관계에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Mueller, 2010; Russett, 2010; Schneider and 

Gleditsch, 2010). 먼저,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 그리고 

시장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제적 발전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침략전쟁은 여전히 중

요한 국제정치의 화두이다. 둘째로, 국제정치의 분쟁과 금융자본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의 세계화와 평화의 인과성에 

대한 연구는 보다 치 한 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자본’과 ‘자유’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자유와 자

본의 세계화는 국제정치의 성격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주의 제

도와 자본주의 경제가 세계 유일의 정치경제 규범의 될 경우, 분명 국제정치 

무정부 속성에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C 초 유럽에

서 풍미하던 자유주의에 기반했던 국제정치 이론이 21C 초 세계적 차원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함께 민주주의 없이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중국의 부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시각 그리고 민주평화론의 시각을 통해 민주화 없는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위태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자본주의 평화론은 미중관계를 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정치체제가 이질적인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사



82   최종건 ․ 홍건식

이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민주평화론의 예측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자본주의가 유사해지고 상호 보완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 두 국가의 관계

적 안정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민주화 보다, 자본주의의 도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현실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자본주의 평화론적 처방이 가능하다. 북한의 민주주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평

화론의 대두는 평화를 구축하는 근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선후문

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평화론이 국제관계이론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완성하기에는 아직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그리고 해답없는 민주화 없는 중국식 자본주의와 남북관

계의 미래를 그려보는 분석 도구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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