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국가의 지배력에 관한 소고 
- 국가주의 비판 및 국가권력의 총체적 이해 

1렸 澤 英 (경남대) 

1. 서론 

국가이론에는 다양한 규범적 · 경험적 전제에 의거한 대안적 설명양식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틸리는 국가건설과정에 대한 최근의 분석에서 ‘대내적 요인’ 

대 ‘대외적 요인，’ 그리고 경제와 관련하여 ‘파생적 요인’ 대 ‘독립적 요인’의 2 

X2 분류법을 제시하였다1) 의심의 여지없이 영 · 미 중심의 국내정치 영역에 

서 가장 지배적인 양식은 ‘사회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원주의였으며， 국 

제정치학 영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양식은 ‘국가중심적’ 접근법이다 2) 그러나 

근래 비교정치 및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중심적 접근법 혹은 보다 정 

확히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국가론’을 주도하고 었다. 

한편 국가주의와 상반된 왈러스틴의 ‘세계체제’(world system) 이론은 명백히 

사회(경제)중심적이다. 세계체제에서 일국의 지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차 

지하는 지위로부터 도출된대중심부에서는 국가가 강하고 주변부에서는 약하 

다).시 그러나 그가 말하는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즉， 국가의 강약이 다른 국가에 대적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1) Charles Tilly , Coerlα011. Capita!. and Ellropean States. AD 990-J99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6-9. 

2) 국가를 王행위자로 보는 국제정치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외교정책론도 국가중심적이 

다‘ 예를 들어 앨리슨은 ‘합리적 행위자’ 모텔 외에 ‘관료정치’와 ‘조직과정’ 모텔을 제 

시하나， 사회 세 력 은 분석하지 않는다‘ Graham T. Allison , Essnμe 0/ Deâsioll: Expμ1111째 the 

Cιban Missi!e Crisis(Boston: Little, Brown, 1971). 

3) Immanuel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ε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끼parative Stlldies iη SOcid)' and Histoη， Vol. 16(1 974), pp.3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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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인 ‘국력’인지 아니면 대내적인 국가{기구)의 힘， 즉 ‘국가권력’ 혹은 ‘국가 

역량’인지 모호하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근래 국가지배력(능력 · 강도 · 역량 등)에 대한 연 

구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4) 이는 단지 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권 

력에 대하여 상이한 이해의 소산이다 더욱이 국가주의 담론이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원조인 ‘국가이성’ 개념에서 파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력’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국가{중심)주의의 편협한 국가관을 비판하고， 둘째， 자본주 

의국가에 대한 총체론적 접근을 통하여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힘’을 개념 

적으로 명확히 구분한 다음， 셋째， ‘총체적 지배역량’으로서 국가권력의 본질을 

강제와 동의의 변증법적 종합으로 정의하며， 넷째， 국가권력의 대내적 차원인 

‘국가역량’과 대외적 차원인 ‘국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나아가 이를 경험 

적 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출능력을 중심으로 한 조작적 정의 혹은 측정방 

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국가주의의 빈곤: 국가이성 비판 

“모든 국가조직은 본래 전쟁을 위한 조직， 즉 군사조직이었다 독일역사학 

파 최후의 거두 힌쩨는 이 명제가 “비교역사학의 확증된 결과”이라고 설파했다. 

오늘날 미국의 역사사회학자 틸리도 같은 주장을 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낳았다 "6) 군사력이나 전쟁의 준비는 국가형성의 추동력이었다. 

국가의 목표가 무엇이든， 국가는 그 목표를 조직적 폭력의 사용 또는 그 위협 

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었다. 

4) 이에 대한 비판은， 손호철，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국가강도， 국가경도11 ~'한국정치학 

회보ι ， 24집 특별호(! 990), pp.2 ])-244 참조 

5) OtCO Hintz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잉anization of the State," Felix Gilbert, ed., 
The HÙlorù'al Essays of 0110 Hilllze(Oxford: Oxford Univ. Press , 1975), p.18 1. 

6) Charles Tilly, “Re f1ection on the Hiscory of Europeans State-Making," in Charles Tilly, ed. , 
The Formalùm of Nalùmal Sla /eJ ill Weslml Ellroþe(Princecon: Princecon University Press , 

1975),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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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가 말한 것처럼， “국가는 일정한 영토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합법적으 

로 사용하는 독점권을 가진 인간공동체이다… 또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관계， 합법적(즉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폭력에 의해 지탱되는 관계이다 "7) 

물론 국가는 보다 가치있는 행위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었다. 그러나 힌쩨 

와 틸리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t합법성을 포함하여)은 ‘독점폭력업/보호업’이라 

는 국가행위의 부산물일 뿐이다. 마키아멜리 이래 ‘국가이성’이나 ‘국력정치 

론’(Machtpolitik)의 선봉자들이 역설하는 바와 같이， 국가는 합법성이나 정당성 

의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자체를 강화하는 것 이상 

의 더 높은 어떤 목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 

은 힘， 즉 다른 국가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존하는 능력이다 "8)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적’ 혹은 ‘국가중심적’ 국가관은 불충분 

한 국가개념을 제공할 뿐이다 첫째， 그것은 조직적 차원의 정의이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한 자율적 · 합리적 · 관료적 조직 이상의 그 무엇이다. 국가는 사 

물Úhing)이나 행위자{agent)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관계로서， 제도와 정치공동체 

의 관념을 포함한다 즉 국가는 (허구적일지라도) 조직적 폭력사용의 합법화를 

초월하는 유기적 정치공동체라는 개념을 수반한다.9) 

둘째， ‘지배의 관계’로서 국가는 다른 형태의 지배관계， 즉 계급착취를 포함 

한 다른 중요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사실상 상호침투 • 융합 

되어 있다. 베버의 ‘지배’(Herrschaft) 개념은 주로 ‘통치’(rule 혹은 dominion)나 

권위(authority)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고전적 엘리뜨 이론가들은 그들과 동류인 

국가주의자들보다 권력과 지배관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이해했다. 반면 마르 

크스주의자들은 국가주의자들과 정반대로 국가를 생산양식의 상부구조로 파 

악하여 착취의 부수현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제/폭력의 중요성 

을 과소평가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이 비판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일단 계급착취가 사라지고 나서 계급지배의 정치적 장치로서의 국가강제력은 

7) Max Weber, From Max Weber. H.H. Gerrh and C. Wright Mills, eds.(New York: Oxford 

Universiry Press , 1946), p.78. 

8) Friedrich Meinecke, Ma‘hiavellism: The Dortrine 0/ RαÙOII D'Etal and IIJ Place in Modern 

Histoη(London: Rourledge, 1957), p.354 

9) 함택영， “국가이론의 비판적 종합: 계급국가， 국가이성 및 정치체계 개념의 재조명 

U 한국과 국제정치~， 10권 I 호(1 994) ，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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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할 것이고 또 논리적으로 그래야만 한다\0) 

셋째로， 국가주의적 개념은 지나치게 대외지향적이다. 분명히 전쟁과 외교， 

또는 ‘彼我間의 관계’로서의 정치가 국가의 일차적 관심사이지만， ‘我’를 규정하 

는 것은 바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서의 정치’ 11)와 불가분의 관계에 었다. 

국가이익 그 자체， 혹은 타국에 대항한 국가사회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것은 존 

재하지 않는다. 국가이익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뿐만 아 

니라 사회세력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규칙에 따 

라，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갈둥이 국가안보와 같은 

고위정치(high politics)의 ‘이슈영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12) 

국가주의적 개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균형감을 상실했다거나 편견을 지니 

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론 베버가 계급관계를 무시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임한 反마르크스주의 聖戰에서 마르크스가 폭력 

을 무시한 것과 대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정도로 계급/경제적 분석을 펌하하 

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13) 한편 힌쩨에 대한 비판은 다소 부당하게 보일 것 

이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국가간의 갈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 

보다， “계급투쟁과 사회적 긴장이 ... 국가의 내부정치에 영향을 주며… 반면 

에 국가간의 외적 대립은 국가의 ‘형태’ (shape)를 형성한다"14)는 주장을 비판 

하려는 것이다. 통치 • 질서 • 국가안보라는 고위정치와 이익배분의 하위정치 

(시민사회의 영역)는 불가분 상호침투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중심적 접근법은 오늘날 국가 · 사회복합체로 

10) 폭력이 생산관계의 착취와 무관하다면， 마르크스주의에는 째굽착취라는 첫 번째 사회 

악에 버금가는 두 번째의 악， 즉 강제를 제거할 헥명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Ernest 

Gellner, State and Soáety in S,“ùt Th()//ght(Oxford: Basil Blackwell, 1988), pp.5 1-52, 65-68 

11) Gianfranco Poggi , The Deveι>þmmt o[ the M，싸rII Stat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8), pp.5-15. 

12) Taik-young Hamm, “National Interest Revisited: Toward a Holistic Approach," The Kore，ι” 

JOllrnal o[ [ntm씨ional SI!.씨es. Vo l. 19, No. 3(988), pp .4 15-') 7 

13) 예컨대 사회세력을 계급 외에도 차스트 · 신분 • 당파로 분류한 다원주의적 개념， 그리 

고 뭄극적으로 직업적 · 자율적 · 합리적 관료제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되는 국가의 내재 

적 자율성에 대한 역섣적 강조 등이다. Weber, ψ ‘it. , pp.180-95 

14) Orto Hintze, “The Formation of States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oþ. át. , p.16o; 

“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c State,"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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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국민국가의 정치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외부나 상위에 국가를 규정하는 근대 초기의 국가이성론 

이 바로 현실주의 국제관계론과 근래의 소위 ‘국가주의，’ ‘신현실주의’ 또는 ‘국 

가재도입’ 학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단순화하면 마키아벨리 이래로 ‘국가이성’(raison d’etat)은 국가 그 자체가 자 

신의 존재근거라는 학설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 등은{대내적 및 대외적) 공공 

질서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제도를 찾는 과정에서 국가를 최고 

의 권위로서 정당화하고 이상화한다. 마키아벨리 덕택에 “처음으로 정치를 단 

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실천하고， 분석하게 되었다다"15 

는 시민사회의 일반이익을 대표하는 실체로 파악된다. 나아가 국가는 독자적 

인 하나의 유기적 존재가 된다 그 결과 국가는 시민사회의 저속한 “집단이기 

주의적 。l 해 "(corporative interests)보다 훨씬 가치있고 이상적인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지닌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일반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의 고유한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네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일반적인 복지’ 는 국가에 통합된 분열된 개인들의 복지뿐 아니라， 개 

인들의 단순한 합 이상을 의미하며 집단적 인격을 표상하는 집단 전체의 

복지도 포함한다. 인민만이 아니라 인민을 이끄는 국가 그 자체도 또 다 

른 집단적 인격체이다. 사실 국가는 단순한 인민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항상 조직되어 있어 자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지의 법칙이 국가이성이다. 이것이야말로 마키아 

벨리와 국가이성(ragione di stat이학파의 위대한 발견이었다 16) 

국가는 여타의 존재들과 도덕적 기준이 다를 뿐 아니리{마키아벨리)， 그들보 

다 우월한 도덕적 기준(헤겔)을 갖고 있다. 독일 국력정치학파의 대변자인 폰 

트라이취케(Heinrich von Treitschke)는 “인간은 단지 국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도덕적 사명을 완수한다… 국가는 서로 대립할 때 자신의 실체를 구현한 

15) Alexander P. D’Enrreves, Tht Nolio1/ ν Ihe Slalι. An Inlrodllai lJll 10 PlJlilÙ"al Theoη!(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7), p.35 

16) Meinecke, lJþ. “1. , p.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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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고 선언했다. 

물론 우리 시대의 마키아빨리주의자들은 국가이성을 탈선비화한 형태의 개 

념으로 수용한다. 그들은 비합리적이고 사악한 국가들의 세계에서 어떤 숨겨 

진 의미나 신의 섭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역사가의 위안’을 찾는다. 나아가 “국 

력정치론{Machtpolitik)은 대서양을 건너 힘의 정치(power politics)가 되면서 주 

요한 정신적 변이를 겪게 되었다-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 사실로 바뀐 것이 

다 "18) 모겐쏘에 의하면， 그 목표가 무엇이든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권 

력의 관점에서 "(in terms 00, 나아가 “권력으로서 "(as) 정의된다19) 

한편 신현실주의자 크래스너에 따르면 국가주의적 접근은 “국가가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국제적 · 국내적 행위자들의 저항에 반하여 이를 달성하 

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효용의 합과 사회의 집합적 복지는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경제 

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자 윤리적인 문제이다 가치는 국가에 의해 배 

분된다 이 연구에서 국가의 목표는 공동체의 효용을 의미하는 바， 국가 

의 일반적 이익 내지 국가이익이라고 부를 것이다. 국가이익은 국가가 추 

구하는 목표로 정의된다 20) 

이 말은 위의 국가이성론과 동일한 주장이다. 렌트너는 노골적으로 ‘국가이 

성’이라는 용어가 국가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다 

모호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정당화의 부담을 갖 

기 때문이다 "2 1) 그러나 문제는 시민사회로부터 격리된 자율적 행위자로 정의 

되는 국가에 누가 그러한 ‘정당화의 부담’을 부여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어떤 

17) Raymond Aron, Peaα a씨 War: A Th(IJlJ' of Illte/ ηationa! Po!itiα(Garden City, N.J. 
Doubleday , 1966), p.586에서 재인용 

18) Ibid" p.592 
19) Hans J. Mor，잉enthau ， Politμ allJ()fIχ Natio llS: The Stmμle f lJr POll'er aηd Peaæ, 5th ed.(New 

York: Knopf, 1973), pp.5 

20) Stephen D. Krasner, D싹，씨'Ì1Ij; the NatÌfm IlllmJt: R，ιll' MateriaL, bll'eJlmentJ 찌'ld U.S. Forúj;l1 

Po!i‘y(Princeron: Princeron University Press , 1978), p.12. 

21) Howard H. Lenrner, “The Concept of the State: A Response to Stephen Krasner," 

Comþaratiz'e Politiα ， Vol. 16, No.J(l 984), pp .. J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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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규범의 원칙이 아니라 인민의 민주적 투쟁， 즉 정치 그 자체인 것이다. 그 

러나 국가주의는 이론상으로는 국가를 정치로 간주하고， 실제 분석에서는 국 

가와 정부를 동일시하거나 국가기구 즉 정부관료제나 정책결정 엘리뜨로 환원 

시킨다. 

III. 국가자율성의 문제 

국가주의는 비교정치 분야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를 국 

가역량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절대적/본원적 국가자율성 개념은 

국가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관료집단을 자율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규정하 

는 신베버학패neo-Weberian)에 의해 지나치게 남용 내지 오용되어 왔다. 소위 

‘국가중심적’ · ‘국가주의’ · ‘신현실주의’ · ‘국가재도입’ 학파들은 국가권력을 

‘계급권력’과 이질적인 것으로 본다. 최근 국가자율성의 강약이나 다소를 국가 

의 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라는 이분법이 국 

제/비교정치경제 영역에서 중심적인 설명변수가 되었다 22) 그러나 대부분의 국 

가주의이론가들은 국가를 자율적 실체로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한다. 그들 중 

특히 복지국가의 지지자들은 공공부문이 큰 것을 국가자율성과 동일시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잠재력의 증대는 국가의 선택 폭의 감소와 일치함"23) 

을 주목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많은 통제 

력을 보유하는 국가들， 예컨대 일본과 한국 둥 ‘四龍’의 정부가 보다 강하고 자 

율적이라고 생각한다.깅) 그러나 국가중심주의 담론은 국가자율성에 대해 명확 

22) Theda Skocpol, States and Soâal Revollltion(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 Bringing Ihe Slale Ba,k 

I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G.J. Ikenberry , Reasotls 0/ Slate:’ Oil 

Politi‘1 and Ihe Capaâties 0/ American Got'ernment(l 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강민， 

“한국의 국가역할과 국가기구 국가구조의 재생산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 
보~， 22집 2호(1988)， pp.7-32 둥 참조 

23) Allan Wolfe, T，η'he Lμt11111끼…'11끼1I ~이fLμι째x씨11…I“1111/，찌'a(‘y: p，κ0이li“1I“，μK‘ca찌'a씨a씨IGα()fJ끼…’fII“Irad.싸l“κ‘i“‘:110 

Press, 1977), p.258. 

24) Frκ'ede야nc‘c C. Deyoιl， e뼈d ’ The Po“씨lit…I“I/(“M‘d씨1 Eιt“CfmOIl/ι까'1] ，끼if the Neiαe1<'ι， Asian 1“nd.씨씨/ι/lS“J“tηaliωJIII씨”…(1…Ith뼈ac떠a’ Cι:，‘0아}πrπr뼈l 

University Press, 1987); Stephan Haggard, PathwaJS j씨Il/ Ihe Peripheη" The Politin 0/ Grllll'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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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의된 경험적 대상 또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제시하지 못 

했다. 

이러한 국가의 선험적인 자율성 개념은 속류 마트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타율성’(heteronomy) 개념 못지 않은 도그마이다 25) 결국 에반스 등은 

“특정한 유형의 국가개입 가능성은 어떤 전체적인 수준의 일반화된 능력 또는 

‘국가의 힘’ (state strength)에서 도출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비제로섬(non-zero-sum) 과정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철저히 변증 

법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하다”씨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배 

태된 자율성’27)이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국가자율성 주장이 ‘변증법적 분석’의 

미명하에 역사주의로 후퇴한 것은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개념과 유사하다. “모든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 내부에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베버주의의 투쟁이 있는 것 같다η8)는 비판은 그 通도 가능함을 시 

사한다. 

국가가 본원적 • 절대적으로 자율적 실체라는 국가주의자들의 이론적 전제 

는 규범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옳지 않다. 예컨대 식민지국가와 같이 시민사 

회와 이질적인 국가기구는 공동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 그 자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정치 그 자체이다. 보 

다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정치 또는 정치학이 

맡아야 할 과업인 것이다. 반대로 국가가 완전히 타율적이라면， 사실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보다 나은 방법은 국가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자율적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의미에서 국가자율성은 국가권력의 체계적(systemic) • 

구조적(structural) • 국면적(conjunctural) 차원과 조웅한다. 

ÙI Ihe Neuψ Indmlrializùlg CO/llllri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25) Bob )essop, Slale Theoη P/lUÙIY. Capitalisl Slale.r i /J Th<ir P!.씨ce(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0), pp.2R7-8 

26) Evans el al. , pp.353, 355. 또한 Peter Katzenstein, ed., Bellve，μ'1 Pllwer alld Ple씨-(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pp.879-920 참조 

27) Peter Evans, ElIlhedded A /l IO'UJIIl)’(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28) Frank Parkin, Maπislll a 1/(/ C/ass Theoη'; /1 BO/l’-geois Critiq/l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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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계적 자율성’은 장기적인 비교역사연구에서만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산관계나 계급관계를 파괴하거나 급격히 전환할 수 

었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혁명이나 점령과정에서 수립되고 새 

로운 계급이 지배하게 되는 국가는 이전의 생산관계 · 계급구조로부터 ‘체계적 

자율성’을 누리며， 이러한 비상한 능력은 높은 수준의 강제와 헤게모니 동원을 

수반할 때 가능하다. 

‘구조적 자융성’은 아마도 마르크스가 보나파르트주의를 분석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개념일 것이다. 그것은 국가는 격렬한 계급갈둥의 중간에서 어느 편의 

계급이익도 즉각 대변하지 않고 어부지리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계 

급관계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9) 구조적 자율성의 또 다른 

유형은 국가와 계급관계가 조응하지 않거나 계급관계가 정착되지 못할 때 나 

타난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전환하려고 시도한 몇몇 식민지국가 

내지 군사점령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보다 다소 낮은 차원의 구조적 

자율성도 었다. 봉건지주계급이 자본주의사회의 국가를 장악하고 있을 경우， 

또는 국가가 자본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본가계급은 완전히 성 

장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자율적일 수 있다-씨) 지주계급은 

붕괴하였으나 자본계급이 미성숙한 1950년대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자융성을 

지녔다. 

‘국면적 자율성’은 가치의 배분에서 협소한 이해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정부 

의 능력을 의미한다-물론 가치의 배분은 지배 권력블록의 연합구성과 동의 

를 동원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이 영역은 관료제정치론{정부내부의 축소판 다 

원주의) 등 다원주의 정치권력론이 가장 열심히 탐구한 부문이다 이는 예컨대 

“정부가 (정책결정에서) 누리는 유연성이나 자유” 그리고 “새로운 계획에 착수 

할 수 있는 유연성"31 )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사적 • 비교적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그러나 중동의 ‘분배국가’(distributive States)가 유전에 대한 국가/왕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안정적인 잉여자원 원천을 보유하고 있다 

29) Karl Maα， “ The Eighteenrh Brumaire of Louis Bonaparre," Marx, ψ. 'Ù. , pp.300-.'ì2 'j 

30) 함택영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J (서울: 법문)..}， 1988), pp.n6-7. 

31) A. F. K. Organski et al., Births, Deaths, and Taxes(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4)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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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국면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자율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의 경 

우 지배계급의 취약성과 더불어 전후 미국의 대규모 군사 · 경제원조와 그 배 

분을 통해 국가는 막강한 대내적 자율성을 누렸으며， 원조의존경제가 지속되 

는 한 거의 구조적 자율성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율성은 한편 심 

각한 ‘대외적 타율성’(external heteronomy)을 안고 있다.η) 

N. 국가권력의 총체적 이해: 그람시의 강제와 헤게모니 

국가주의이론에서 국가역량은 자율성으로 규정되거나， 아니면 국가와 동일 

시되는 정부의 역량으로 파악된다. 후자의 경우 국가역량은 흔히 정부의 크기 

나 동원능력(예산 · 관료조직의 규모 둥)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주의자들은 헌팅턴의 ‘제도화’라는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 

향이 었다. “국가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차이는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부의 

정도{degree of government)이다”세라는 그의 주장은 통치가능성(governability)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헌팅턴이 통제 또는 참여의 제한을 통한 공공질서를 일방적으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도회{국가기구)와 정치참여(시민사회)의 동태적 균형 개념은 

정통성(legitimacy)을 시사한다 베버와 헌팅턴의 전통을 자유주의와 접목시킨 

학자들은 정통성 있는 지배란 폭력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지배’라는 주장을 편 

다. 즉 국가역량은 폭력의 행사나 억압기구의 규모와 반비례하고， 제도의 연속 

성과 비례한다는 것이다.씨 

그러나 국가와 국가권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탐구는 국가권력의 변증법적 

이해를 요구한다. 즉 강제와 정통성(또는 헤게모니)의 관계는 제로섬(zero-sum) 

32) 손호철， “국가자율성 개덤을 둘러싼 제문제들 한국정치학회보인 23집 2호{1 989)， 

pp.296-318. 

33) Samuel P. Huntingron, PlJlitι-aIOrde’ il/ Ch씨'I;il//!， 5,’‘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1 

34) Barry Buzan, Peoþle, 5taIeJ aιIFμr(2nJ eJ.,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pp.100-I02; Robert W. Jackman, Prnl'er u'lthollt FlJm: The PlJlitùι1 Caþa“ty 01 
Natiofl-5tates(Ann Arbor: Universiry of Michigan Press, 1993), pp.T\-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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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35) 실제로 국가건설의 초기과정에서 강제력은 국가안보와 국내안정 

을 위해 필요하며， 국가역량은 강제력과 비례한다 36) 또한 복지자유주의자들 

(welfare liberals)이 생각하는 것처럼 헤게모니 작업 또는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 

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보다 많은 복지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근래 

영 · 미에서는 보수주의자나 ‘신우파’가 오히려 강한 군대 • 공공질서 · 최소의 

경제개입 등 ‘작지만 강한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복지국가를 해체 

하였다.꺼 

한편 자원(resources)의 동원능력을 중심으로 규정한 오오건스키와 쿠글러의 

국력개념은 세 가지 요소， 즉 1) 자원총량， 2) 국가의 자원가동률 즉 자원추출 

· 동원능력， 그리고 3)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포함한다. 이는 국력(NC) = 총 
자원(R) X 자원추출률(E) X 배분효융(A)로 정식화할 수 있다 18) 이러한 자 

원 중심의 국력 개념에서 국가역량은 자원추출 및 배분의 능력으로 규정된다. 

R 또는 R X E는 ‘국력’(national power)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었다. 국력이나 

군사력은 총자원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산업화시대 국가의 ‘최대’ 전쟁수행능 

력은 그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었다.써 그러나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우리는 횟 

月， 寒古 및 女質의 중국정복{遺 · 元 · 淸)이나 게르만족의 로마침략 둥과 같이 

유목민이나 야만족의 침략/정복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약하거나 후진적인 국 

가가 종종 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요컨대 비교역사적 연구는 

국가의 결속력 특히 자원추출능력(E)이 나라마다 그리고 동일한 국가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름을 보여준다. 

틸리 등은 국가건설， 전쟁， 그리고 자원추출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한다 예 

를 들어 아르당은 “재정체계가 경제적 하부구조를 정치적 상부구조로 전환한 

35) Maurice Godelier, “ Process of Srare Formularion, ’ in Ali Kazancigil, ed., The State in Global 

Perspeaive(Paris: UNESCO, 1986), pp.3-19 

36) 함택영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pp.129-130. 

37) Anrhony Giddens, Bηoηd Lιifi and Right: The FlIl1m 0/ Rιdμal Po!itù패 
Universiry Press, 1994), pp.22-50 

38)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ι씨eκChicago: U niversiry of Chicago Press, 
1980), pp.71-86 . 

. )9) Gernot Koehler, “ Toward a General Theory of Armamenr, ’ Joιrna! 0/ Peaæ Rμean써. Vol. 

16, No. 2(979), pp.117-135; Alan S. Milward, War. E‘onomy an‘I Soâety. 1939-/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p.5’-98 



188 

다”고 주장한다찌) 결과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정부예산， 조세， 또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를 ‘국가능력’의 지표 또는 정치체계가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역 

량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더 다듬어야 한다. 첫째， 산업화와 은행제도가 조세 

와 공공재정의 증가를 쉽게 만들었다 오오건스키와 쿠글러는 이러한 경제변 

수들을 통제한 뒤 국가의 정치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수정 조세부담 또는 ’조세 

노력’(tax effort)을 제시한다{조세노력 = 실제 조세부담 / 예상 조세부담).4 1) 둘 

째， 추출능력이 평화시 국가의 총체적 또는 잠재적 능력의 좋은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확대가 국가간연구에서 국가능력의 

좋은 지표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구분이 곤란하 

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적 부문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국가 

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국가가 더 발전하였다거나 

더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선진 자본주의국가조차도 공공부문의 

경계가 매우 다양하다. 즉， 1970년대 후반에 “스웨덴 정부는 GDP의 약 60%를 

소비한 반면 일본은 30%만 소비하였다… 물론 이것이 스웨덴 국가가 일본 국 

가보다 2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한 국가 

지배력을 가진 국가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42) 

자본주의국가의 지배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그 

람시의 종합 테제(국가 = 정치사회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접근방법이 보 
다 바람직하다. 그람시는 단적으로 “국가란 정부기구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사적’ 헤게모니 기구 ... (또는) 강제에 의해 무장된 헤게모니로 이해해야 한 

다"43)고 규정하고 있다-

그람시의 ‘확장적 국가 개념’은 국가중심적 시각과 시민사회중심적 시각을 

종합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 개념은 또 국가권력， 사회적 이익대변 및 

40) Gabriel ArJant , "Financial Policy and Eωnomic Infrastructur~ of MoJern States and 

Nations," Tilly, ed., The Fllrlllalillll 이 N"lù시'hll SI"!eJ i 11 Wιrlern E끼깨e， p.220 

41) Organski and Kugler, ψ ‘ it. , pp. 74-H. 

42) Jackman, "Þ ‘11. , pp. '5 H-') 

43) Antonio Gramsci , Sele‘tum ρ“111 Ihe PriHJII Nllleb""kJ(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κ 

1971), pp.261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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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자율성을 보다 잘 정의할 수 있게 한다. 이 개념은 말하자면 마르크스 

와 마키아벨리의 종합으로서， 주로 국가에 의한 강제력행사 뿐만 아니라 시민/ 

부르조아사회(b iirger/iche Gesel/sh찌)와 국가 영역 모두에서 행사되는 헤게모니 또 

는 동의에 의한 지배를 규정한다 44) 국가는 사회라는 층위에서 존재한다 국가 

는 하나의 관계， 즉 지배관계이다 국가를 시민사회와 분명한 경계를 갖고 그 

외부/상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 또는 행위자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힌쩨와 틸리같은 非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도 자본주의국가의 속성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힌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국 국가이성과 자본주의는 사회학적으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자 

본주의라는 것이 근대의 경제이성(raison d’economie) 이외에 다른 무엇이 

란 말인가) 국가이성과 경제이성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적 

및 정치적 기업가들의 활동 증가， 경제활동과 국가행정 · 정책의 합리성 

및 강도의 증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찌 

이와 유사하게 틸리도 “(강제의) 집중은 집중된 자본의 활용가능성에 상당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확언한다 46) 보다 중요한 사실은 보수주의 역사가 

인 힌쩨도 설파하였듯이 자본과 국가의 관계는 외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일 

한 체계에 속한 두 측면간의 관계라는 점이다. 앤더슨이 역설한 것처럼， 절대 

주의국가의 발홍은 봉건적 지배체계 내에서 비예속농민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 

에 직면한 ‘지배의 분업’이 낳은 결과이다 

절대주의는 본질적으로 재정비되고 재충전된 봉건적 지배기구 바로 

그것이었다… 서구 절대주의국가는 부과조의 금납제전환을 받아들인 

봉건계급의 정치기구가 새롭게 재편된 것이었다. 즉， 도시경제부문이 점 

차 성장함에 따라 봉건계굽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 

44) 얄뒤세는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헤게모니 개념에서 ‘이데올로기 국가기구’(ISA)라는 개 

념을 도출하며， 이는 광의의 국가 또는 정지사회(정치체계)에 포함된다 Louis Althusser. 

Lιη끼 4씨 PhiιJoþhy and Other EJJap(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pp.l27 -5H 

45) Otro Hintze, “ Calvinism and Raison D ’Etat in Early Seventeenth-century Brandenburg," in 

Hintzε.oþ “t. , p.92. 

46) Tilly , Coeráoι Caþital. and E/lroþeall StalεJ. AD 990-1 99IJ. pp.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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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스스로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농노의 소멸에 대한 

보상이 바로 서구 절대주의국가였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구 절 

대주의국가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민중의 공동체적 자유를 제거한 

봉건계급의 억압기구였다. 즉 절대주의국가는 자율적인 도시부문의 저항 

적 삶이 미약한 가운데에서 농노제를 강화시키는 장치였던 것이다 47) 

이와 같이 국가는 ‘지배체계’ 또는 ‘계급지배의 체계’로 정의된다. 대내적 

측면에서 본 국가권력(state power)을 보다 중립적인 뒤앙스를 지닌 ‘국가역 

량’(state capacity) 또는 정치체계의 능력으로 표기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능력 

= 정부능력’이라는 오해를 지양하기 위해 굳이 국가권력으로 표기하고자 한 

다. 국가권력이란 다름 아닌 한 사회의 총체적인 정치권력， 즉 지빼의 총역량 

(또는 틸리의 ‘착취와 강제의 종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국가가 그 속성상 중 

립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국가는 다원주의자들의 가정과 반대로 계급국가이 

며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48)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는 내재적 편향/선태 

성을 갖고 있다. 경험적인 근거에서도 이것이 국가가 ‘자본의 파업’을 피하기 

위해 자본에 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것은 국가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 

음을 함축한다-보다 타당하다 국가는 계급혁명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배 

계급으로서의 자본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없다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만 하나의 

행위자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에 의한 ‘지배의 분업’과 다국 

가체계 속에서 정부와 국가의 가상적 동일화로 인해， 국가기구는 경제나 지배 

계급 또는 다른 사회세력들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난다- 국가기구는 상당 

한 범위에서 그 자신의 논리와 운동법칙을 갖고 있다. 이것이 모겐쏘와 같은 

현실주의 이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독일 역사학파와 국력정치론의 주된 

사상이었을 것이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정치학에서도 국가는 국내정치와 국제 

정치가 결합하는 장을 규정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49) 

47) Perry Anderson, Li’'Ieages 0/ Abso/llle 5lale(Lonωn: NLB, (974), pp.18, 195 

48) Nicos Poulantzas, Po/ilÌcal Powe,. alld 50áal Classe.r(London: New Left Books, 1968/1975), 
pp.273-95. 

49) J. P. Nettl, “The Stace as a Concepcual Variable," Wo ,./d Po/itiø. Vo l. 20, No. 4(968), 
pp.5’9-92; Michael Mascanduno, D. A. Lake and G. J. lkenberry , “ Toward a Realis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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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 즉 정치체계의 총역량은 국가기구/정부와 지배계 

급(들)이 행사한다. 틸리 또한 국가권력의 성장양식올 ‘자본중심적，’ ‘강제중심 

적，’ 또는 ‘온건한 강제와 온건한 자본의 복합’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배 

의 총체적 이해를 꾀하고 있다 50) 자원추출의 관점에서 국가기구의 능력이 ‘조 

세’를 척도로 한다면 시민사회의 능력은 ‘기업이윤’(corporate profit)이며， 국가권 

력은 이 두 능력의 합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국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조웅하 

지 않고 경합 혹은 대립관계에 있는 과도기적 사회구성(social formation), 예컨 

대 절대주의국가나 초기 식민사회， 혁명이행중의 사회 둥에는 잘 적용되지 않 

는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종합은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추출능력을 적 

절히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강제와 정당화의 기능 이외에 착취 

의 기능， 즉 자본가계급의 부재 속에 자본의 역할올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말 

해서 자본주의국가의 총추출능력(조세 + 이윤)은 사회주의국가의 추출능력(정 
부예산 + 기업생산기금)과 대략 비슷하다. 물론 (자본주의)국가의 총역량은 그 
들이 최선올 다하는 총력전기간을 제외하고는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것은 전 

시의 (조정된) ‘최대추출률’， 즉 자체기금을 통해 조달되는 복지지출올 공제한 

상태의 실제추출률과 ‘정치적 비용’의 합에 매우 근접한다. 그런데 추출능력은 

정치적 한계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한다. 왜냐하면 지배블럭이 수 

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사거나 그들올 수용하여 계급세력은 물론 

비계급적 세력이 구성하는 지배연합， 즉 그랍시의 ‘역사적 블록’(blocco storico) 

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접근법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의 또 다른 차원으 

로 우리를 이끈다. 즉， 국가권력은 강제와 동의의 종합이다. 그리고 양자의 관 

계는 제로섬이 아니다. 최소한의 국가권력으로서 이해되는 조직화된 폭력은 

미국의 보안관제도나 일본의 ‘야꾸자’ 조직과 같이 시민사회에서 행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개기구)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국가건설기에 강제력은 필수 

적인 것이며， 일정 단계까지 국가역량은 강제에 비례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of State Action," lnternational Stll，찌“ Qllaηerly. Vo l. 33 , No써1989)， pp.457-74 

50) Tilly , Coeπ'/0κ Capit씨'. al1d Ellrope，μ11 States. AD 990-1990. pp.I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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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강제에만 의폰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권위(authority)， 또는 ‘정당화된 

강제’에 의해 통치해야 한다 사실 강제력의 행사 또는 그 위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 될 때 백성들의 ‘습관적 복종’이 생겨나고， 이것이 국가권력에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이 영토국가의 지배를 유목민 · 

바이킹 • 마적단의 약탈과 구분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 정통 

성보다는 나아가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라는 적극적 정통성， 또는 그람시가 말 

하는 헤게모나를 갖춘 국가가 보다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이다. 물론 국가의 혜 

게모니， 즉 동의를 통한 지배란 동의할 강제적 권위가 있은 연후에만 가능하 

다.’ 1) 즉 ‘강제에 의해 무장된 헤게모니’란 그람시의 수사적 표현은 ‘헤게모니 

로 강화된 강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국가역량과 국력 

국가는 시민사회와 변증법적 대립관계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봉건제후령이나 세계제국이 아니라 국민국가<natio때 state)이다. 이는 

근대사회의 현상으로서 자본주의의 독특한 산물이다. 즉 베버가 본 시민사회 

와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통치조직(Herrschaftsverband)으로서의 국가’52) 

는 단순히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조직의 양적 분화 • 전문화의 결과만은 

아니다. 그것은 질적인 ‘지배의 분업’ 즉 경제적 지배와 국가의 통치를 최초로 

분리시킨 자본주의 때문인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의 자윷성은 필연적으로 상대 

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제도론적인 구분이 자본주의국가의 자율 

성에 관한 신베버학파의 논의， 또는 근래 국내에서도 유행되고 있는 ‘시민사회 

론’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는 그 제도적 표현인 국가기구 혹은 정 

부를 지칭하고 있거나， 국가관료집단이나 통치엘리뜨J정책결정자와 동격의 의 

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51) 최장집，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u 한국정치학회보.，Il， 제 18집(1 984)， pp.19-40. 
52) Max Weber, “ Politics as Vocation," Gerth and Mills, eds., Fro l1J Max Weber: EJJaYJ ÙJ 

Soâ%gy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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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국가를 ‘계급지배의 총체적 체계’ 로 보고 국가의 관계론적 개념 

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그람시의 확장적 국가관을 채택하였다，53) 다원주의 및 

기능주의가 국가개념을 의식적으로 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시한 

‘정치체계’ 의 개념은 국가를 ‘정부’ 가 아니라 ‘정치체’ (polity)로 접근할 수 있 

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람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생 

산과정이나 탈계급적 개념인 민간사회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정치권력이 행사 

되고 있는 장이다. 

따라서 계급권력의 총체적 역량으로서 국가권력을 규정할 때， 이는 정부의 

능력이나 국가기구들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보다 광의의 개념인 ‘정치(체계의) 

역량’이다. 총체적 정치역량인 ‘국가권력’의 수준 및 그 구성분포는 체제성격과 

정책의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람시의 은유인 ‘진지전’과 ‘기동전’은 

‘강제 + 헤게모니 구성분포’에 달려었다. 즉 지배 권력블록 내의 세력연합은 
강제가 우세한 (권위주의적) 지배연합과 자본이 우세한 (자유주의적) 지배연합 

으로 분류할 수 었다. 

한편 국가는 多국가체계내에서 존재한다. 특히 국가가 가장 자율적으로 보 

이는 영역은 국제정치 즉 他국가와의 관계인 바， 이는 국가가 민족 혹은 국민 

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군림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의 본원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전통은 바로 타국과의 행위주체로서의 국가개념에서 연원을 둔 것이 

다. 또한 국가권력이 타국과의 관계에서 행사될 때에는 국가역량 및 자원기반 

을 포함한 국력(national power) 개념이 이용된다. 

경험적으로 국가역램E)은 총가용자원에서 조세와 기업이윤이 차지하는 비 

중 즉 (조세+이윤)/GNP로 조작화할 수 있다. 한편 국력(RXE)은 다시 자원기 

반{GNP)에 국가역량을 곱한 것으로 결국 ‘조세+이윤’이 된다. 

53) 한편 제도론적 관점에서 국가권력을 고찰한 연구로는， 이호철， “국가건설과 국가지배력. 
국가지배력의 제도론적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29집 I 호(995)， pp.265-284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