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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의 성격이 견국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의 견국 외교를 연합형성의 에서 검토하는 데 목 이 있다. 21세기 세계정치는 세력분포의 

변화에 의해 구동되는 통  성격을 띠는 한편, 다양한 행 자들의 등장과 이슈 역의 연계와 복합

화에 의해 네트워크  제도로 진화해 가고 있는 복합  성격을 띠고 있다. 세력 이와 세력확산의 

동시 진행은 세계정치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 하는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견국의 

에서 볼 때 연합 형성의 범 가 확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특히 견국으로 한국이 새

롭게 시도하고 있는 믹타 외교를 연합 형성의 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 

견국들이 추구한 연합 형성의 토 는 원칙과 방식 면에서 (1) 이익과 규범 그리고 (2) 개별 쟁 과 

포  쟁 으로 구분한다. 연합 형성의 에서 볼 때, 믹타는 기존 견국들의 연합 형성 략과 

차별 이다. 즉, 믹타는 참여국들 사이의 공통성보다는 다양성,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에 기반하

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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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글은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의 성격이 중견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연합형성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세기 세계질서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와 세

력확산(power diffusion)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세계정치

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21세기 세계정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구조적 변

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NGO, 다국적기업, 

미디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소수의 

강대국들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질적 변화 역시 진행되고 있

다. 

21세기 세계정치의 양적 ‧질적 변화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

고 있다. 첫째, 21세기 세력전이는 이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세력전이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수반된 현상이다. 보다 넓

은 의미의 세력전이는 미중 사이의 세력 변화에 더하여 전통 강대국인 일본

과 유럽의 정체가 인도,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국의 급속한 부상이 대비

되며 진행되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힘의 역전 현상이다.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는 좁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력전이, 보다 넓게는 선진국과 개

도국 사이의 경제력 역전이라는 세계정치의 구조적 변동의 국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기존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를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듯이, G7 등 전통 선진국들의 경제

력이 개도국의 경제력을 압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고수하는 데 힘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

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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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세계질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질서의 근

간은 유지하되 자국의 부상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에 대한 부분적 변화를 추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21세기 세계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다국적기업, NGO, 민간재단 등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행위자의 숫자와 세력이 급격히 증대되는 세력

확산이 세력전이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은 국경을 

넘는 생산네트워크,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구축하여 세계정치에서 영향

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다양한 비정부기구

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국제적 결정에도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점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는 압력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비단 하드파워

에 기반한 세력분포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21세기 세계정치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구화와 

정보화는 지구촌에 새로운 문제군들을 던져주고 있다. 환경, 테러, 에너지 자

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쟁점 영역간의 연

계(issue linkage)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세계정치에서 대두

되고 있는 현상들은 하나의 독립적 분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아

우르는 교차 쟁점(crosscutting issue)의 성격이 강하다. 기후변화, 환경, 개발

협력, 금융, 통상 분야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은 다른 쟁점과 연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분절화된 글로벌 거버넌스 하에서는 효과적으

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21세기 세계정치는 세력분포의 변화에 의해 구동되는 전통적 성격

을 띠는 한편,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과 이슈영역의 연계와 복합화에 의해 

네트워크적 제도로 진화해 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세력전이와 

세력확산의 동시 진행은 세계정치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견국의 관점에서 볼 때 연합 형성의 범위가 확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강대국에 대한 편승 또는 균형 정책과 같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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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세력전이와 세력확

산의 동시 진행으로 인해 패권국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국력을 투사했던 과거

와 달리, 비록 강대국들이라도 힘을 투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인식

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획득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Cooper and Mo, 2013). 

이러한 면에서 중견국들이 국가 행위자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

이 더욱 확대되었다.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이상 미국 등 소수 서구 

선진국들만으로는 운영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여

전히 세계 최강이며 질서 주도국이긴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의 운영방식을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

스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유럽 

또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부

상에 장애가 되는 세계 질서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분적 개혁을 넘어선 문

제에 대한 고도의 지식체계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특히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기존 질서의 근

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글로

벌 거버넌스의 혁신을 추구하는 데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

자로서 중견국에게 기회의 공간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질서의 유지 또는 근본적 변화라는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보다 기

존 질서의 부분적 혁신을 추구하는 상황이 중견국이 일정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이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세력확산 역시 힘에 기반한 전통적 외교 전략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중견국의 증대된 역할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한다. 개별 행위자들이 보

유한 하드파워의 절대적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와 정보화

로 인해 시민사회 등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의 감시와 의견이 중요해지는 상

황에서 국가들은 하드파워보다는 비전, 정당성, 설득력 등으로 글로벌 거버

넌스의 향방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세계정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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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속에서 ‘중견국들의 순간(middle powers’ moment)’이 도래하였다

(Tiberghien, 2013). 

   

II. 중견국과 중견국 외교: 이론적 검토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행기적 성격을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전통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GG 2.0, 멀지 않은 미래의 글로벌 거버넌

스를 GG 3.0으로 부른다면 현재의 상황은 GG 2.5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

다. GG 2.5가 세력전이와 세계정치의 복합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버넌스인 만큼, 이행기적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손열 외, 2010).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행기에 있다는 것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저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기존 제도들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쟁점들(emerging 

issues)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쟁점

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

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향후의 위기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기후변화, 환

경, 개발협력, 통상 등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 대응 능력 전반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글로벌 거버

넌스는 멤버십, 어젠다 설정, 운영방식 등에서 유연한 네트워크적 성격과 기

존 국제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메타제도(meta institution)적 성격

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손열 외, 2010). 

변화하는 세계정치가 중견국들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견국들이 독자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주

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견국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들이 뒷받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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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첫째, 하드파워는 중견국의 속성을 구성하는 가장 일차적 요소이다. 

중견국은 하드파워적 영향력의 범위가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소국의 

하드파워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물질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

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외교에서 탈피하여 지구적 공공재를 제공하

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Gilley 

and O’Neil, 2014). 이러한 기준에서 중견국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로 한국, 

호주, 터키,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하드파워 면에서 중견국들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강대국이 아

니기에 독자적으로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드파워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견국들이 대안으로서 연합형성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가 중견국 협의체(MIKTA)의 회원국으로 한국, 멕시코, 인

도네시아, 터키, 호주를 설정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둘째, 하드파워가 중견국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다른 

부가적 요소들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견국을 관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 속성과 자원도 중요하

지만, 중견국이 맺고 있는 관계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상

배, 2014).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 상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서 발생하는 위치권력은 중견국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서로 경

쟁적 관계에 있는 강대국들은 독자적인 또는 상호 배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하려는 경향이 있다(Hafner-Burton and Kahler, 2009). 반면, 중견국들은 이

러한 경쟁적 네트워크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대국들이 형성한 

배타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견국들이 세계

정치의 네트워크적 속성을 잘 파악하고 네트워크 상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때, 다른 국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요 쟁점의 어젠다 형성 과정에서 일정

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거

버넌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 네트워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미국과 중국의 네트워크 사이에 위치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정치의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아키텍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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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김상배, 2014). 이 경우 중견국은 네트워크 파워를 갖게 되는데, 이

는 중견국의 하드파워적 기반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힘이라고 할 수 있

다. 

셋째, 중견국 외교는 행태적 차원에서도 강대국의 외교와 차별화된다. 중

견국 외교는 주로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이며, 다자

주의적 접근과 평화적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Cox, 

1989). 중견국 외교는 또한 배타적 국익이 아니라 열린 국익을 추구하고 글

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한 역할을 위해 자원과 지식의 투입에 매

우 적극적이다(Welsh, 2004). 중견국 외교는 또한 국제 규범과 규칙의 단순 

수용자(rule taker)에서 규칙 선도자 또는 제정자(rule maker)로의 전환을 시

도한다. 중견국들이 아직 확고한 국제 규범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글로벌 이

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견국은 이러한 규범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

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중견국 외교는 또한 과정지향적이다(Cox, 1989). 국제기구 또는 글

로벌 거버넌스는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중견국 외교와 친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견국 외교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서 자국의 이념

을 투사하는 강대국 외교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다. 중견국들이 질서 있

는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관여는 강대국들이 지역 또는 글로벌 

아키텍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과는 차별적이며, 따라

서 중견국 외교는 ‘열려 있는 과정’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견국은 또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국

가들에 대한 안보위협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른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제국주의적 침

략 또는 식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중견국들은 대다수 약소국들과 

친화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확보할 수 있

다. 또한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과 같이 기존 질서의 틀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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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한 중견국들은 기존 강대국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III. 중견국과 연합형성

연합(coalition)은 ‘목표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이

고 의식적이며 지속적인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공유하는 동맹과 일시적 이해관계의 일치에 따른 일회성 교환과 구분된

다. 중견국들은 ‘독자적으로는 세계정치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기 어

렵지만 소규모 집단이나 국제제도를 통해 체제적 영향(systemic impact)을 

초래’할 수 있다(Keohane, 1969). 중견국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가 저마

다 다양하지만 방식 면에서 대부분 연합 외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이 때문

이다. 중견국들은 동류집단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강대국들은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목표를 지구적 차원에서 투사하려

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현

실이다. 반면, 중견국들은 소통, 신뢰, 평판 등을 통해 협력을 추구하게 되는

데, 이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 중견국은 우월한 위

치에 있다. 따라서 중견국은 강대국 또는 약소국들의 우려를 사지 않는 가운

데 동류집단을 형성하여 일정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견국

들은 강한 유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통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의 파

트너가 될 수 있다.1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중견국들이 연합 형성을 추구하는 토대가 무엇

인가 하는 점이다. 연합 형성의 토대는 추구하는 원칙과 방식 면에서 (1) 이

 1. 강대국이 연합형성외교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1993년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대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의지의 연대(Coalition of the Willing)’를 
촉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강대국들은 주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대한 다
른 국가들의 반발과 저항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연합형성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Nye, 1990: 31-32; Terad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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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국제정치에서 연합 형성의 유형

익과 규범 그리고 (2) 개별 쟁점과 포괄 쟁점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연합 형성 외교의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견국은 

경제적 또는 안보상의 이익을 증진하는 또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

는 수단으로 연합형성을 시도한다. 호주가 1980년대 농산물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무역협상 과정에서 케언스 그룹(Cairns Group)을 주도적으로 형

성한 것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둘째,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연합 형성의 

사례도 발견되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국내적 차원의 정치사회적 친화성을 기

반으로 1990년대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규범의 선도자 또는 규칙 제정자

로서 연합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쟁점의 범위와 

관련, 호주와 캐나다가 무역 자유화와 인권이라는 개별 쟁점을 중심으로 연

합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넷째, 이와 달리, 개별 쟁점을 넘어선 포괄

적 쟁점 기반으로 연합을 형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G7이 브레튼우즈체제를 

보완하여 세계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하거나, BRICS

가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추구하

기 위해 연합을 형성한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개

별 사례에 대해 검토한다(<그림 1> 참조).

개별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호주의 연합형성

외교는 개별 쟁점에서의 공통 이익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는

다. 호주는 1980년대 중반 WTO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해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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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케언스그룹의 형성을 주도하였는데, 이는 자

국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상당수 국가들이 공통 이익의 실현을 위한 연합 

형성이었다. 케언스그룹은 농산물 자유화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제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 각각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수출증진프로그램(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을 통해 자국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는 지역 범위를 넘어선 초지역적(transregional) 연합 형성을 위한 지적 

리더십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Higgott and Cooper, 1990). 

둘째, 북유럽 국가들의 연합 형성은 개별 쟁점 영역의 규범 외교로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GNI 대비 ODA 비율, 100퍼센트에 가까운 비

구속성 원조 비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원조 테마를 발굴하는 등 모범적인 

원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OECD DAC 동료평가가 스웨덴을 ‘환영받는 

리더십(welcome leadership)’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OECD DAC, 

2009: 11). 노르웨이 역시 원조 효과성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빈곤경감전략과 합치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공여국간 원조 조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ECD DAC, 2005: 10; 

OECD DAC, 2008: 16). 다만, 무역 자유화를 통해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연합 형성을 주도했던 호주와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개발협력에서 공

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북유럽 국가들은 ‘생각이 같은 집단(like-minded group)’

으로서 다양한 차원의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집단으로서 개발협력의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공통의 규범을 연합 형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념적 ‧정책적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사회민주주의 전통, 선진적 복지체제, 평화 지향적 외교정책 등 다른 국

가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온 결과 이른바 ‘노르딕

성(Nordicity)’으로 일컬어지는 공통의 대내외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Waever, 1992; Mouritzen, 1995). 북유럽 국가들은 개발협력정책에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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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을 상당 정도 투사함으로써 노르딕 원조 모델을 개발하기에 이르렀

다. 노르딕 원조 모델의 주요 특징은 GNI 대비 높은 ODA 비율, 최빈국에 

대한 중점 지원, 높은 증여 비율, 수원국 중심의 협력, 인권 및 민주화에 대

한 지속적 옹호, 국제 협상과 규범적 논의의 장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조정자 역할 등이다(Oden, 2011). 

셋째, 아세안은 안보와 경제 등 공통의 포괄적 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 형

성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지역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출범한 아세안의 

연합을 1990년대 이후에도 지탱하는 요소는 외부 안보 위협에 대한 공통 인

식이다(Acharya, 1999). 강대국의 지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세안은 연합을 

형성 및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영향력의 확대를 모색한다. 

아세안이 중국과의 FTA를 시작으로 ASEAN+1 FTA를 체결하거나,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유대를 강화하였

던 것도 아세안이 연합형성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아세

안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라는 기치 아래 일정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

었다(Stubbs, 2014). 아세안은 이를 위해 내적 일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합의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브릭스는 규범을 기반으로 하되 포괄적 쟁점을 아우르는 연합 형성

의 사례에 해당한다. 브릭스는 권위주의체제를 가진 지역 강국으로 구성되었

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

기 위해 연합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Jordaan, 2003: 165). 브릭스는 연합의 

형성을 통해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

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일정한 변화

를 시도하여 개도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추구하였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브릭스가 ‘개도국의 수호자이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역할’할 것이라고 언

명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후진타오, 2012). 브릭스가 IMF 쿼터와 투표권 재

조정이라는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거나, 브릭스개발은행(BRICS Development 

Bank)의 창설과 같은 전면적 개혁을 시도한 것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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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합형성의 관점에서 본 믹타 외교의 특징

1.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쟁점 중심적 접근

출범 초기 믹타는 공통의 이해 및 가치를 폭 넓게 공유하는 적극적 연대 

외교의 장이라기보다는 비참여국들과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잔여적 

범주의 성격이 강하였다. 믹타 참여국들은 GDP 등 유사한 수준의 하드파워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상호 간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다. G20 회원국 가운데 G7 회원국이 아니면서 브릭스 회원국도 아닌 국

가들이라는 잔여적 성격의 공통점이 오히려 부각되었을 뿐이다. 이는 믹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내외의 의구심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고도

의 공통적 이해와 가치를 결여한 그룹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하기 어려웠

기 때문이다. 믹타 참여국들이 또한 운영 면에서도 비공식적이고, 유연하며, 

쟁점 중심적(informal, flexible, and issue-oriented)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것이다. 

믹타 회원국들은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출범 이래 상호 연대의 기

반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내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믹타 

참여국들은 ‘제반 이슈들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 

협의체(an informal platform of countries which are like-minded on many 

issues)’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한편, 민주주의, 급속한 경제 성장, 국제 

문제에 대한 건설적 기여, 국제사회에서 교량 역할 수행 등을 공통의 지향점

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Huffington Post, 2014/4/15). 구체적으

로 믹타 참여국들은 자유무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개방적이면서도 복원력이 

경제와 민주주의, 굳건한 내수 시장,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률과 구매력 있는 

인구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연합 형성의 공통분모로 설정하고 

 2. 플레메스(Flemes)는 중견국들의 이러한 시도를 강대국에 대한 연성균형으로 파악한
다(Flem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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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믹타 참여국들은 또한 이러한 하드파워 능력을 바탕으로 지구적 문제

에 대해 건설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대두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

대를 확보하게 되었다(외교부 보도자료, 2013/9/26). 

믹타 참여국들은 원칙론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믹타가 현재까지 추구한 협력 분야는 8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개발협력,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이 이에 해

당한다. 구체적으로 믹타는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추락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필두로, 2015년 에볼라, 개발 재원, 기후변화, 터키

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동성명을 

네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16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두 차례 발표하였다(Joint Statements, http:// 

www.mikta.org/document/state.php). 믹타의 전략은 부가가치를 우선 창출할 

수 있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및 기

타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연합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믹타 외교는 기존 중견국들의 외교와는 상당

히 차별적이다. 믹타가 지역 또는 지구적 차원의 쟁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믹타 참여국들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연합 형성의 기

반과 관련이 있다. 믹타 비전 선언에서 나타나듯이 믹타 참여국들은 핵심 가

치를 공유하고 유사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성을 내포한 집

단(diverse group)이다(MIKTA Vision Statement, http://www.mikta.org/ 

about/vision.php). 

그렇다면 연대의 기반을 고려할 때, 믹타가 추구할 수 있는 연합외교의 방

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호주, 북

유럽, 아세안, 브릭스의 사례와 비교할 때, 믹타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연대의 기반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믹타의 이러한 특성은 협력 분야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믹타가 개별 쟁점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

력을 모색하는 쟁점 중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연대의 기반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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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변화와 같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내부적 일체성과 결속력이 강력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믹

타는 아직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구

조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개별 쟁점에 대한 협력을 우선 추구하게 되었

다. 내부의 차별성을 협력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 촉진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우선 선택한 것이다. 믹타가 쟁점 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

는 것은 이 때문이다(Huffington Post, 2015/4/15).

연합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믹타의 이러한 특성은 기존 중견국 외교와 뚜

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참여국의 일체성보다는 다양성을 중견국 리더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믹타 

참여국들이 다양성을 상호 보완성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경우, 이는 협력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이 될 수 있다. 더욱이 1, 2세대 중견국들의 

가능성과 한계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국들의 다양성은 믹타가 미국과 중국은 물론 특정 국가에 일

방적으로 경도되지 않고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믹타의 이러한 특징은 네트워크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할 때 더욱 분명해진

다. 믹타 참여국들은 내부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면 차별성과 다양성이 상당

하지만, 국제 체제 내에서는 유사한 위치와 지위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 내에

서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구조적 등가성(structural equivalence)’

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내에 구조적으로 등가적 위치에 있는 노드들은 유사

한 위치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속성의 차이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협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Sailer, 1973). 이러한 논리는 국제정치의 네트워크에도 적용된

다(Hafner-Burton, 2006). 믹타는 국제정치의 네트워크 내에서 유사한 위치

에 있는 ‘주축 중견국(pivotal middle power)’이라고 할 수 있다.3 주축 중견

국들로 구성된 믹타가 개별 속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어서 유사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또 서로 

 3. 주축 중견국에 대해서는 Özkan(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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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차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이다.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유동적인 균열 구조의 전략적 활용

믹타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외교적 자

산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믹타가 글로벌한 도전의 해결 과정에서 일정

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연합으로서 믹타 참

여국들이 갖는 독특한 위상 때문이다. 믹타 참여국들은 기존 세계 질서의 근

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선진국들과 공통의 이해를 갖는 한편, 새로운 쟁

점에 대한 대응 능력의 증대와 세력전이 및 세력확산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데 다른 개도국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로 인해 

믹타 참여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

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믹타 출범에 대해 대체로 긍정

적이거나 적어도 유보적 지지를 표명하는 이유는 믹타 참여국들이 기본적으

로 기존 세계질서의 틀 내에서 지구적 쟁점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들 역시 기존 글로벌 거버넌

스의 문제점에 대한 의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감안할 

때, 믹타 참여국들이 추구하는 점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새로운 대안

이 될 수 있다(Paterson, 2014). 

믹타가 점진적이면서도 혁신적 변화라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균열 구조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균열의 

축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는 과거처럼 연합과 갈등의 구조가 고정적이지 않다. 과거에는 선진국과 개

도국들이 독자적인 그룹으로서 비교적 단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

던 반면, 최근에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는 형태가 반복

되고 있다. 이합집산의 구조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매우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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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고 있다. 

G20의 경우를 보더라도 은행세의 도입을 둘러싸고 전통적인 선진국 대 

개도국의 구도를 벗어난 연합이 형성되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가 향후 위기

가 재발할 경우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데 사용될 금융안정기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FSC)을 금융기관에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데 대해 

브라질, 캐나다, 일본, 중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이 반대한 것이 대표적 사

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뜨겁게 전개되었던 논쟁 

가운데 하나였던 ‘지구 불균형(global imbalance)론’을 둘러싼 갈등 역시 과

거의 대립 구도와 매우 상이하였다(Borio and Disyatat, 2011; Obstfeld and 

Rogoff, 2009).4 중국, 일본, 독일이 무역 흑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던 미국의 요구에 강력히 저항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 그 대표

적 사례이다. 

이처럼 G20 내에 균열 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G20 회원국들 사이의 이합집산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7개 이상의 균

열 구조가 존재한다: (1) 경상수지 흑자국 대 적자국; (2) 환율 조작국 대 환

율 조작 피해국; (3) 재정적 확장주의 대 재정적 보수주의; (4)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5) 서구 국가 대 비서구 국가; (6) 개입주의 대 주권주의; (7) 회

원국 대 비회원국 등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축인 G20의 이러한 특성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연합을 효과적으

로 형성하여 유지할 경우 다양한 국가군들 사이에서 중간자 또는 조정자 역

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Cooper, 2013). 

G20 내의 연합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G20 회원국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세계 경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함께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 회원국들은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경쟁 세력의 목소

리를 견제하고자 하는 제도 속에서의 균형정책을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4.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는 Adams and Park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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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새로 형성될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본 요소인 제도의 규범과 원칙, 구성

원의 범위와 합의 절차를 설계하는 과정에도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투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 

동학이 작동하는 현실은 중견국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과거보다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Tiberghien, 2013). 중견국들이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믹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관련하여 믹타는 참여국들의 다양성으로 인

해 모든 참여국들이 모든 쟁점에서 견고한 연합을 유지하기보다는, 믹타 내 

일부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안별 연합을 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국, 터키, 호주, 멕시코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 아니

라,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력을 실행한 경험

이 있다. 한국과 호주는 2010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

과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는 G20 회원국들이 서로의 경제정책을 조정

하기 위한 기본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한국과 호주 양

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기본틀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의 기반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협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Cooper, 2013). 

이처럼 믹타 참여국들은 G20뿐 아니라 다양한 장에서 추진한 협력의 경

험을 활용하여 각자의 비교우위를 더욱 심화 ‧확대된 연대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거버넌스의 점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사안별 연합에 기반한 연합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믹타 참여국

들은 G20 내에서 G7과 브릭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잠재적인 협력 그룹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108   이승주

3. 초지역적 협력

믹타 참여국들은 일정 수준 ‘지역 대표성’ 또는 ‘지역 오너십(regional 

ownership)’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는 지

역 차원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다. 한국과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었으

나, 점차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증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믹타 참여국들은 지역의 중요한 행위자들(important 

regional actors)로서 지역을 연결하는 초지역적 협력의 플랫폼(cross-regional 

consultative platform)의 역할을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MIKTA 

Vision Statement, http://www.mikta.org/about/vision.php).

믹타가 초지역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믹타가 네트워크이론

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한 연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강력하게 연결된 행위자들보다 약하게 연결된 행위자들이 때

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른바 ‘약한 연결의 힘(strength of 

weak ties)’이다(Granovetter, 1973). 약한 연대는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되, 연결의 밀도와 강도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은 서로 상대에게 유용한 새

로운 정보를 소통 ‧교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

는 행위자들은 가치와 이익 면에서 강력한 유사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

적으로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5 그러나 모든 약한 연결이 유용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전

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네트워크에 다수 존재하는 모임들

(cliques)을 연결해주는 위치에 있을 경우 약한 연결의 힘이 발휘될 수 있

다.6

 5. 그렇다고 강한 연결이 효용이 낮다는 것은 아니다. 강한 연결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지지를 동원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그라노베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직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28%가 약한 연결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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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믹타는 약한 연결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믹타 참여국들은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수준의 역량, 의지,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 사이의 약한 연결을 기반으

로 초지역적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Yoon, 2015). 즉, 믹타 참여국

들은 자국이 위치한 지역 수준을 넘어 다른 참여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전문성과 협력의 경험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초지역적 협력을 추진하

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현안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화의 창구

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글로벌 거

버넌스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대표성을 갖는 국가들로 구성

된 믹타의 정당성의 근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믹타는 새로이 대두되는 

지구적 ‧지역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믹타 참여국들

이 속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구적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협력은 믹타가 약한 연결에 기반한 초지역적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이다. 최근 개발협력 분야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양자 협

력과 함께 남남협력 또는 삼각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은 믹타의 

초지역적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제고하고 있다. 믹타 참여국들은 동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중앙아시아 등 자기 지역 내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므로 믹타 참여국들이 개발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ODA를 제공하는 데 있어

서 믹타 틀 내에서 멕시코와 적극 협력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개발

협력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터키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015년 2월 한국과 멕시코가 중남미 13

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공동연수를 실시한 것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한국국제협력단 역량개발사업팀, 2015). OECD DAC 가입 

이후 ODA의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온 한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수원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ODA를 내실화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믹타를 활용

한 반면, 강한 연결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ranovette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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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삼각 협력은 초지역적 협력뿐 아니라 개발협력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

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은 믹타 참여국들과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자국

의 경험에 기반한 한국형 ODA 모델의 확산을 시도하는 것은 배타적 또는 

폐쇄적이라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믹타 국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의 발전 요소들을 포함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모델을 보편

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험과 구체적 미래상에 근거하되 배

타적이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믹타 참여국들과의 협력의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믹타에 기반한 초지역적 협력은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연계(regional-global 

nexus)의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7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협력 및 

제도화 과정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유로존 위기 등을 계

기로 세계 각국은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CMI가 창설된 이래 한층 제도화의 수준이 높은 

CMIM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거듭하였다. 한편, 

CMIM의 구체적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IMF-link’의 수준에 대해 회원

국들 사이의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역 금융협력의 문제

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정합성을 유

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므로 양자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유지 또

는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지역-지구적 연계에 대해서는 Tow(2009) 참조. 



 연합 형성과 중견국 외교   111

V. 결론: 믹타와 한국의 연합외교

지금까지 이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면에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연합 형성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21세기 글로

벌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균열 구조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균열의 축이 매우 유

동적이어서, 협력과 갈등의 구조가 과거처럼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 이합집산의 구조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이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국들

이 개별적 접근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을 형성할 때, 중견국의 외교의 

가능성은 현실화될 수 있다. 

믹타는 그 자체는 물론 한국 외교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통적

인 양자 외교 및 다자 외교의 차원을 벗어나 소수 국가들과 연대를 기반으로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소다자주의를 본격

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믹타는 한국 외교의 실험이자 도전이기 때문이다. 

믹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믹타 참여국들 사이의 연대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

토하여 그에 기반한 외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첫째, 믹타는 참여국 간 동질성과 공통점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속성의 차이를 넘어선 네트워크상의 유사한 위치에 기반한 상호보완성을 바

탕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의 주축 중견국으로서 지역 간 약한 연결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믹타가 주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지향하지만, 이것이 

곧 문제 해결의 역량을 구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감안하여 

믹타는 멤버십과 제도화의 문제에 탄력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

부적으로 믹타 참여국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공조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참여국들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

다. 대외적으로도 믹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핵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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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안별로 협력 대상국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고정 멤버십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집단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개발협력,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사안별로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연대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요 쟁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믹타는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ASEAN+1 모델을 

원용할 수 있다. ASEAN이 동아시아 지역 통합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상대로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10개 회원국 사이의 내적 일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설정한 

협력의 틀 안에서 강대국들의 경쟁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들을 개별적으

로 상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지역 통합이 

ASEAN+1 방식의 FTA을 취하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믹타도 ASEAN

의 경험을 원용하여 강대국들을 믹타와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강대국들이 상호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견국 또는 약소국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현상이 본격

화될 경우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믹타는 강대국 간 경쟁이 첨예

화되지 않은 쟁점 분야를 발굴하여 ‘MIKTA+1’ 방식을 우선 고려할 수 있

다. 

셋째, 믹타는 내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NGO 등 비국가 행위자와의 연

대의 범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 내로 끌

어들이는 데 일정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

넌스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믹타의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도 비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

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적극 제공하는 것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변화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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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 Building and Middle Power Diplomacy: 
The Case of MIKTA

Seungjoo Lee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imary nature of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and their impact on middle power diplomacy. Simultaneous development of power 

transition and power diffusion is the defining feature of world politics of the 21st 

century, facilitating issue linkages and complexity. Whereas power transition and 

power shift dramatically increase uncertainties in world politics, they also provide 

middle powers with opportunities to expand the scope of coalition. Based on this 

premise, I particularly examine MIKTA, mainly in terms of coalition diplomacy. 

From the perspective of coalition building, MIKTA is distinctive from traditional 

middle powers, because it is based on diversity and weak ties instead of 

commonalities and strong ties. 

Keywords: MIKTA, middle power diplomacy, Korea, global governance, cross-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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