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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국X 펀게 01혼 수용 과정을 소개하고 그 월전 과정올 문
석 a 앤서 현채의 딘기 톨 피의h하고지 ;믿 것이다 동 A 에 종국의 국제관계 01론의 일진

과 대외정책에 어띠한 힘의톨 X 띠는 X빠 이해히고자 ~tq
중국의 국제핀계 이흔 언구는 초?떼 진 이흔적 딘계톨 거쳐 이흔 수용의 초기 및

성육 딩계톨 거쳐 오를날 톡X 적인 이흔 혹은 중국 긋얘펀져이론의 용국화톨 모색하는
징조직 딛게료 진회하고 있다 그리고 다잉힌 01흔적 유마률이 상호 경생@는 구도 즉

디원회되고 있다 그러니 지닌 @여 년긴 중국회계 내어 서 지난히게 추구힌 중국적 국
지관계이혼의 정링 노획에도 톨구히고 중국 국지띤계 연구의 중국회 및 피회적 잉진은
그 수중에 g때 아직 요원한 상태로 닝이 잉q
종국 국지딴계 이흔 언구의 주요힌 운저정 중 8μ는 실§적인 언구기 여전히 태부

즉히lCf는 잉이다 또 다른 문제접은 구성쭈의 연구톨 제외힌 대부운의 국제관계 연구기
이흔 톨야보다는 징잭성의 연구에 치중히끄 있디받 점 O 다 그 g 괴 중국의 국제굉셰
이론의잉진이 종국의외교정책괴툴리하여 생각힐수엉다는점 01디 중국국져관꺼이
혼 연구외 외교정책 "1<> 1의 동초회 앤싱온 대딘히 중국적인 륙잭이 각 종국 내 다잉한
국I 관계 01릉 톨m톨이 형성되고 서표 경쟁히는 구도는 용욱 내 다잉한 외교A냉의

영 g 을 인영해 주기도 ε때 이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더 이싱 딘일힌 사고나 사상의 에
커니종으로 직동하X 받 않율 것이라는 것올 의미효뻐

주째어

중국국지원꺼이혼 중국를색 중국회 구성쭈의종국학마

l 들어가는말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수용 과정올 소개하고， 그 발전 과정을 분석

하연서， 현재의 단계을 파악하고자 .~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과 대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연구진흥재단의 지원(KRf-2005-042-BOOI64 애 따른 연구의 경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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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정책에 어떠한 합의릉지니는 지를 이혜하고자한다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에 관련한 많은 글들이 충국내에서 출판되고 있지안 영미
권이나 국내에서는 상대척으로 연구가 미진한 행연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분석은 연
대기적인 전개과정에 초정융 맞춰 보다 일반성융 확보한 횡적인 분석 틀에 입각한 분석은

부촉한 실정이다 세 번째， 중국 이외에서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의 발전과 대외정책의 상호

영향쩍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1 세기 틀어 국제사회의 가장 주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힐 수 있다 중국은

1978 년 개혁과 개방정책융 채택한 。|후 지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 명균 10%에 달하

는 경제성장올 지속하였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전화한 2008%년 기간에도 8%에 달6↑는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세계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불링 정도의 국제척 지위를확보하였다 ”
이러한 중국의 성공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다양한 성공의 원인이 존재하겠지만주요 요

인 중 하나는 중국 국제정세에 대한 객판적 인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톨 가능하게 한
여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건은 중국이 서방 국제판제이론올수용하고 양전시킨
역사와 궤릎 같이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눈 뜨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안 보다 본격적으로 서방의 국제관계이론올 받아들이
연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에 보조읍 맞추려 노혁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국제
사회 연잉이 본척화왼 1 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논쟁과 연구를 흉하여 그간 부단히 국제관계률 이해하는 인

‘

1) 충국내 다양한 글이 있지만 저서 수준의 연구로서 는 왕이저우 연(조JaJlt 호쩌 200 2008), 친야
칭(iI'효암‘ 2008a), 자요커진 니스*'J/J펴~ -1llt!ttI2007), 샤오환룡 면(애ru; 초써 2(0 5), 궈
수용 연(~뼈% 초뻐 2005)‘ 우야오주 구관쭈 연(여영öl- I'J!씨~:t띨 2005), 랑수더 류원상
(맺"f!i! 힘文야 2003)，루이 위갱량 우야요주 구란푸연(흉쨌 ‘h표~-(~찌찌fi -I'J!I찌찌 10
뻐

1999), 위안영

연(;;( B)I 호뼈 1993)이 대요적이 며 충국내의 국제관계이혼얘 대한 연구를 소개

하는 주요 사이트표는 ·충국국관재선(中뿜없빼1m)’의 http:l，μw、‘ lπhina.org가 있다 또한 영
문으로는후 외 (H ， 히 히 2αm， 샌Chon

1998), 장{Zhang 1997), 쟁러핸(Callahan 2(0 1), 총{Song

2001), 생Zhang 2(0 2), 국문으호는 한상회(2002)와 중국갱치연구회의

대외판계 어젠다 발굴 세

미나엘g글인 김애정 (2006 이 었다

2) 이와관련한 드문 글로는 송왜。 I(SRlß 2아얘)가 있다
3) 0-2라는용어는 2006년 이국 경재학자도널드스트라즈하임이 IMF회의애 창여하여 -지긍 극째
경제애서가장충요한광책는이국과중국·이라고강조한데서비훗되며，<툴용버그용신〉의감
엄니스트 엽려엽 때섹이 。1룡지낸의 촬럽얘서 냐시 인용하연서 확산되기 시작한개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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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분석의 뭉올 발전시쳐 왔다 중국 국쩨관계이론의 발전성과는 대외갱책에도 투영되
고 있다 충국의 국제관계학계가 대재객으로 인정힐 수 있는 옐션 빙향은 우선， 기존의 사

유용 극복하연서 서구 국제관계 이론이 이륙한 정신， 규융， 규칙 등의 성과용 이해하고 홉
수하는 입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죄 를색의 국제관계이론융 모색하는 일이다 세 번째
로는 중국적 국제관계 이롱과 외교정책연구용 절합하여 중국적 국쩨판계학용 수립하는

것이다” 융흔 이러한 단계는 단선흔적인 발전융 전쩨할 필요도 없고 싱제로도 이러한 단

션온적인 과갱율 방기보다는 각 단째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연서 풍시에 발션한다 그럽
애도 논리척으로 추상화한 발전단째는 다옴 세 가지의 방향융 자혜로 지향한다고 항 수

있융것이다
중욱의 국제관계이론 연구가 어떠한 방선 단계에 도달혜 있는 지왈 잭판적으로 명가하

기는 어렵다 충국내에서도 시기에 따른 다뺑t 설영이 존재한다 그런데 외교학원 친야칭
(였뾰썩) 교수가 제안한중국의 국계관계이용의 발션에 대한 명가기춘은 연대기척 설영융
녕어서 중국학자는 울론이고 외국학자동도 일반객으로 인갱힐 수 있는 횡적인 분석블을
째공하고 있다고 본다 그 명가기훈은 〈표 1 >과 같다 이 글에서는 이 분석용융 원용하고
자한다

이 글의 순서로는 제2장에서 충국 마오쩌풍 사회주의 시기 국제관계 연구의 수용과정
잊 추세에 대혜 간략히 기슐하고， 제 3장에서는 충국의 국져판계이롱의 도입과 전개과정융

용시적이연서도 수명적인 분석융 시도한다 제 4장에서는 중국의 국제관계 발전과정에서
구에화되고 있는 중국적 국제관계이온의 갱컵 노혁을 소개하고 현 단계에 대한 용석융 시

〈요

”

양전단계

중국 국쩌관찌 01흔잉전 단계 핀정기훈
학파운g

연구유앵

논의영향

비이홀척

단일

우방양성

초기

명가주도앵

다원

비판

싱화기

명가+책용

주류학따+다원

"I\'!-<강호영향+수용

장조형

주류학파+다원

상호영뺨수용→비딴

이흔JlJ단찌
이흔학융단계

이흔장조단계
용쳐 친야갱(!!!l:입 200gb，

311)

4) 이러한 충극척 국제완>1 0 1흔과 국제판계화융 흘리한 사고는 왕정용{王If~ 2005, 360-372}융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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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 결혼 부분에서는 이러한 중국 국제관계이롱의 발전이 중국 대외정책에 미치는 힘
의를 겁토한다 이상의 연구를흥해 중국의 국제판계 이론 연구는 아직 -중국화·의 단계가
충분히 발현되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거치연서 이론 전(얘) 단계에서 정차 이론 학습단계
흘거쳐이론창초단계로진화하고있는것으로명가할수있다

11.

국제관계 연구의 도입과 추세

충국에서 정치학의 한분야로서 국제관계이론 연구는 이미 쩨 l 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되고 Z차 세계대전 이후 자리를 잡은 서구에 비해 뒤 늦게 수용되었다 물론 1949년 중화
인인공화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냐 학회가 존재하였다 예률 을연，
중국의 가장 오래된 종합잡지인 r용땅자ξOll方알풍:)j'에 전문적인 국제관계 촬험이 개설
되어 있었으며，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r양따오(써4ι r현중'(g짧)Jl r셰땅르와요1Nill< 8
짧)ι r제땅저우칸1Nill<엉꿰」 둥에서 다량의 국제관계 논설들이 실었다 상해에서도 진중

화{金빼옳)， 첸쥔루이(>l!강앓i)， 류쓰우(ψ 믿 용) 둥이 주동이 외어 국제관계학회가 설립되
었다 당시 출판된 저서로는 「전후 국제 신형세 ι r미 소관계론'J， r.국제문제 연구법j 풍이
있었다 그러나 라스생(￥E生)의 명가에 의하연， 당시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수준은 양과
질적인 측연에서 모두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으며， 체제적인 연구 기관도 결여하고 있

었다 ”
1950년대 초에 이르러셔야 중국내에서는 인인대학에 외교학과가 하나 개설되었으며
1955 년에는 외교학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용해 중국은 비로소 대외관계 판련 연구 인력

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내 국제관껴 이 론에 대한관싱은 한
국정쟁이후 냉전의 척화， 세계 에동맹 운동의 확산， 충소분쟁의 발생 동 다연하고 복잡해
진 국제정세 속에서 올바른 대외정책의 형성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띨요는 당시 국제관계 연구 정향에 직정적으효 반영되었다 대부분의 국제

관계 관련 글플은 중앙 지와나 기구의 정책절갱올 보좌하기 위한 내부보고서나 조사와
연계되어 있었고 공개적으로 발표한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王양빠 200ι 2.3).

”

루이 위정양 푸야오주 구관우 연(쟁었 1ilr正 111 껴i강j{\'1Ií뻐해 '"띨 1999， 26-27)얘서 리
스생의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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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0년대 초까지 소련 및 통유협은 물론이고 일부 서방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저작들도
번역되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관계와 관련왼 책을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 번

역물을은 r국제운제번역총서(없~I염잃품ili)" 써계사자료총서(i!!:lI'잊종14양뀌l)J， t국제
사무총서(園때 'm뼈얄흉{!})J 풍으로 발간되었대포i!ò까

2006, 3)

당시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는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 객관적이고 논려적인 분석이

라가보다는 이녕적인 선입견이 대단히 강한특성율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 소연 일연도 외
교라고 붕라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소련의 연구방식올 모방

하여， 국제정치학이 라 불렸던 학문은 주요 정치지도자들 즉， 맑스， 앵겔스， 레닌， 스타련，

마오쩌퉁 퉁의 국제정치판을 주로 소개하였다 각 대학의 교과목 과갱들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관한 맑스 이론， 민족해방운동 전쟁과 명화의 문
제 풍융 다루었다 1950년대와 1 960년대에 나옹 대학교재틀은 r중국에 대한 레닌과 스탈
린(의 견해)/북정， 1953)， '전후 국제정세에 판한 스타린(의 견해)1북경‘
에 관한 마오쩌둥 용지의 언술등j 북경，
(북경，

1954), r국제정 세

1958), '식민주의에 대한 방스 앵겔스(의 견해)，

1962), r국제정서 에 대한 스탈린(의 견혜) 및 소련 외교정책j북경， 1964) 퉁이었다

(Hu et a l.

2α)0， 1 η

중소분열이 격화되던 1 960년대 초에 중국은 션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수갱주의 전략의
수립과 이률 위한 인재배양의 멸요성을 절갑하였다 따라서 1963년 저우언라이 O염댄‘來)

총리의 지시와 당 중앙의 결갱으로 ‘대외운제연구 강화에 관한 문건()JU뼈外園間앓的iJf'iE
X件)"올 채택하었다(챔llJ "

. flt Jl!: I양 2007‘ 54) 이후 북경대， 옥단대， 인인대 둥 중국 주

요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를 설렴하였고， 국제관계이론 연구는 하나의 학과로서 본격적으
로 자리 잡았다 국제판계 연구에 있어 대학 간 역할분당이 주어졌다 인민대는 주로 국제
공산주의운동과소련 동구의사회주의국가운제에대한연구，북경대는아시아 아프리
카 라딘아메리카의 민촉해방운동 문제에 대한 연구， 복단대는 미국 유럽 일용 동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블 전당했다(l!l리 ".flt世1l2oo7 ， 55) 통시에 외교부나 신화
사， 사회과학원 퉁 당-갱 기판 내에도 국제문제연구소 풍 대외관계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
고 1 3 개에 달하는 외국어 대학이 설립되었대Song 2001 , 61 녁6긴
중국은 비록 정치 군사적으로는 소련 수정주의에 대항하고 미국 자본주의 세력과 투

쟁하는 양상올 보여 주었지만 국제관계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소련의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리고 정차 문화대혁명이 고조청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의 영향옹 더 강

하게 받았다 인족 혁명， 반제봉건투쟁 퉁이 주요 연구항옥이 되었다 문화대혁영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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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갱책이 보다 예쇄적인 형태가 되연서 비욕 맹아적이기는 하지만 장시 존재하
였던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중단되었고 아윷러 연구기관들도 예쇄되었다 문화대
혁영 시기는 중국의 외교문만 아니라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압혹기이기도 하였다 북정대

교수 리스생에 의하연 개혁 개방정책이 채택외기 이전 1 970년대 충국내에서 가르쳤던 국
져관계이론은 마오쩌풍의 제3세계이론에 집중되었고， 오직 외교학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국제관계이론 과목이 하나 개설되어 있율 뿐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마오쩌웅 사회주의 시기 국제관계 연구는 갱책 수립을 위한 보조기놓율 당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국제판계 연구 경향은 오늘날 서구적인 기준으로는 이론이라

고 할수 없는 전(예) 이흔적인 단계에 놓여 있었다고 항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학파플이
정쟁 "t는 구도가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연향성에 종속되어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
는 이론’은 서구적인 의이의 과학척 방엉흔에 기초한이흔이 아닌 갱책적 정향율 제시하는

사상적 원칙과같은 의미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사회과학어 서 일반적으

로홍용되는 국제관계 이론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가할수 있다

III,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도입과 전개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말히는 이론으로서의 국제관계이론이 중국에 본격척으호 도입되

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1 978 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라고 힐 수 있다 국제판계

화의 구성을 국제관계의 역써사1， 이론{롱J， 현상분석(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쟁의했용
때(원짧JI 1987, 34), 당시 중국 학계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는 이론 분야였다 중국의 국제
판계이론은 자체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서구에서 전파해 플어온 외래용이8來~)이었다 특
히 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 온 것이다
개혁 이후 중국의 국제관계이흔 발전의 역사는 크게 세 단제로 구분항 수 있올 것이다
〈표 1 >에서 제시한 친야갱 교수의 분류법을 벌어 표현하지연， 개혁 이후 1 990년까지를 이
론 학습단계의 초기시기， 1990년대를 이흔 학습단계의 심화기， 21 세기 들어서서는 이론 창

초단계 초기시기로 규정할 수 있올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론 화습단계와 관련왼 부분만
율 다루고 다응 장에서 이롱창초단계로서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의 모색을 다루고자 한다

6) 리스썽의 운석은상해국제판쩨학회 연(上ì!I없JIl1뼈%와융쩌 1 991 ， 26-38) 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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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론 학습단계의 초기시게197&v1990넨
19 78년 개혁

개방정책융 채택한 이후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대 외 접촉이 대폭 확대되

고， 국제정치정제 분야에 대한 이혜를 급속히 심화해야항 필요성올 인식하였다 덩샤오명

뻐少'1')은 1979 년 옴 정치학 풍 관련학과에서 멸리 세계갱치률 연구힐 띨요성융 제기하

였다 그리고 당 중앙은 1 984년 ‘당 중앙 학교사상 소질 및 정치이흔 교육의 개혁에 관한
용지‘률 채택하였고，‘세계정치경제 와’국제관계’등 각 대학의 기초 정치이롱과옥 중 하나

로 정할 것올 절갱하였다(쟁웠 에正l;ìH~쟁lI!.II1뼈뼈 主*딩

1999, 15)

당 지도부의 지지와 현실적 뭘요생융 바탕으로 중국의 국제갱치 및 국제관계 이흔에 대
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 관련 5대 주요 학술지인 r세

제경제와 정치(선tl'I'l'l'''與ð: l~j)J， r구주연구」， r외 교병흔j， r국제관창ι r현대국제관계 j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야칭 교수가 조사한 1 978- 1990년 사이의 국제관계이혼과 관련

한논문수는총 80연으로 매년 앵균 6연정도의 논문이 이들주요저널에 게제 되었다 보

다 구제적으로는 이야기하자연， 개혁개방 초기인 198 1 년까지는 단 한연의 국제관계이롱
관련 논문도 실혀지 않다가 1982 년부터 점차 그 수가 중가하여 1989년에는 20연 이상의
논문이 거 제되었다(찢표해

2oo8b, 315)

이러한 배경올 바탕으로 1 987 년에는 중국 역 사상

최초로 상해에서 국제관계이론 토흔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맑스주의 마
요쩌풍 사상으로 극제판계용 분석하느냐가 주요 주제이긴 하였다 그려나 서양 국제관계

이론과관련한 연구가 정차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전용적인 서슐 귀
냥과 분석-전망의 형태툴 떠나 보다 개영이나 이흔적인 연구방법흔에 대한 관심올 보여주
었다(햄없 1il正ii1 . f’llliII

. _iIl 王IW 1999 , 15).

이 시 기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을 정리하연 크게 다응과 같은 세 가지 특갱올 보였
다 우선， 사회주의 제체의 특성이 강하게 냥아 있어， 새호운 이흔적 공백올 과거의 맑스

레닌주의적인 국제관계이혼으로 설영하려는 시도가 주류률 이루었다 이 분야에서 장지
램행후El)의 r국제관계학 개론" 량셔우더(없守혔) 의 r국제정치학이론ι 앵터쥔(i!\쩌:11)

의 r국제정치개론에 대표적인 저작이었다얘可金 ßl1!!:lft2에 7， 5 5 -56) 당시 갱치현실주
의 이론은 정차 도입되는 단계로 권력정치， 세력균형 퉁 주요개녕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었다

두 번째는 중국 내 새로운 국제정세의 연화와 스스로에 대 한 자각을 바탕으로 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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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제관계이론 정립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첫 시도가 왕젠웨이(王앉{ß)가

1986

년 r세계경제와 정치 내부장고(1!!:!/I앤%與fj()응內융)，에 발표한 ‘중국 스스로의 국제관계
이흔제계 건설올 위해 노력하자-는 글이었다 1987 년 개최된 상혜 국제관계이론 토론회에

서는 중국 흑색의 국쩨관계이론을 수립이 주요 토론주제충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동년에
r세계정제와 갱치 (받界챙쩌與ItlÉÚ에 챙이 (1'월~)의 ‘중국 흑색의 국제관계학 재계 건링

에 관한 의견”이란 주제의 논문도 발표와었다
세 번쩌는 서방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소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논문은
천러민(陳햇~)이 1 981 년에 r국제문제연구J 지에 쓴 ‘당대서방국제관계이흔 간략소개‘
이었다 저작으로는 1 985년 전한인(陳)~~)이 쓴 r국제무대상 서빙 현대국제관계학 개설 j
이 최초의 소개서였으며， 니스용(m1!!:ll)과 진잉충(~I!.æ.)이 1987년에 연집한 r당대미국
국제판계이혼 선집j이 본칙적으로 미국의 국제관계이롱올 소개한 저작이었다 이 책안에
는 모겐소( H ans 1. MαEcmhau)， 호프만(Stan l ey Hoffman) , .3!헨(Robert Keohane), 나이

(Joseph Nye), 왈츠 (Kenneth 、Wal떠， 도이취(Karl De씨 sch) 풍의 글이 포항되어 있었다(찢
lí~i 2oo8b, 3 1 이

당시 서방국제관제이혼과 관련한 번역서도 충판되기 시작하였다 친야갱은 중국 5 대
출판사의 국제관계이론 관련 번역물의 수를 조사한 결과 동 기간 불과 2권만이 출판되
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1) 1 987 년 도거티와 딴즈그라프 (Jame잉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가 쓴 Contending Theories olJnternolional Re/alions o ] 최초로 r명싫<i'1IJ1國際
il!1f.뭘꿇j로서 번역되었다 그리고 동년에 올슨 등(Davî d

S. Mc Le llan, Wi\l iam C. 0 1 00 ι

Fred A. Sondennann)의 The Theory and Practice ollnternol;onal Relotions이 r랩際뼈係
앵끓與l'llt.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그밖에도 1 989 년에 카프란(Morton Kaplan)의 상>slem

and Process in Inlernalional Po/itics가 '1II""fj(ii;中 IIJIt系與앨캠" 모겐소의 Polilics
among Nations가 댐家뻐fj(엄」로 번역되었다(찢엎헤 2oo8b, 316)
이 시기 중국국제관계이론은 오늘날사회과학의 관정에서 볼 때， 이롱적 분석을 도입하

고 연구<1-는 초기단계에 있었다고 명가할수 있다 당시 이련 의미에서 국제관계이론올 연

구한 학자들도 환져뻐옳흉)， 뤼이 (쟁gjt) 풍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정은 학재를융 중

n 중국 3 대총딴샤는 공안대학 층딴사，상혜인민충딴λ;， 육정대학출딴).~.세계지식총판사，절강인
인용싼사힐 지청한대용효영

2008b, 317)

8) 륙히 환쌍은 당시 국제관계이흔올 정옥하여 충국의 주요지도자들얘게 갱책혀 초언올 한 가장

대표적인 학지}이대그의 에서였던 국제문제연구소 궈씬앤(!Jl!'ti!)의 중언 2008-0 7) 그의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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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으로 정차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고 있었다 정 치적인 측연에서도 1 988 년 덩샤오명은 중

국의 신국제정치 경제 건설융 추진할 것융 주장하여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쟁 지 적
근거를 강화해 주었다 특히 1 987 년 당 제 13차대회에서 당총서기 자오즈염I!lji;뼈}은 -사
회주의 초급단계론”올 제시하여， 개방정책올 지속항 이녕적 근거플 마련해 주었고， 1980
년대 알 전개된 통구사회주의 체제의 흉괴현상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정책올 이

해항시급성은 1 990년대 중국 국제관계이론 연구가 발흥항 정치적 애정。l 되었다

2

이론 학습단계의 심화71( 1990년대)

1 990년대 중국 국제관계 관련 연구에 대 한 명가는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 연

구소의 회f슐통향 연구팀에 의해 내부보고서 형태로 정대성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의 국제관계 연구가 지난 세월동안 。1론과 정책결정의 보조적 역할이란 측연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여주었고 향후에도 세계화의 추세 속어 서 그 띨요성은 더 중대힐 것이란 절론을
내리고있다

1980 년대 말과 1990 년대 호 동구 샤회주의 및 소현의 용괴에 따른 냉전시기의 종말， 유
일한 초강대국으호서 미국의 퉁장， 세계화의 진전 둥은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 분야에 상

당한 자극융 주었다 중국응 급연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대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
관계 연구가 더더욱 절실혜졌으여 ， 중국의 정치학계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 외교 동의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뀌었으며， 수않은 젊은 연구자들이 이 운야에 뛰어들었다 。}울

러 중국 내 대학에서 국제관계나 외교 관련 강좌나 학과 및 대학원들이 새로이 증설되고
그 수가 급충하였다 싱지어는 전흥적인 이공제 대학에서도 국제관계 관련 연구소나 대학
원 과쟁이 설립외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회，í싹앵9대학의 욱제문제 연구소， 쟁}이 교홍
(훗꾀)대학의 갱치행갱 및 국제관계 대학원의 성립이었대王앨빠 2006, 6)
중국은 1 990년대에 국제관계 이흔들율 번역하고 개념을올 이해히}는 초기의 단계툴 지

냐， 새로이 도입한 국제관계 이 론틀을 분석블로 국제관계의 현상들을 분석하는 단계에 올

엽힐 수 있었다 울론 이러한 도약이 1 980년대 말에서 본격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서방

양생업!’ 1994) 장죠

잉 中명’'1*1+양'" jjt Jl'll!i써없 IXlá61F양rli 쟁쩌tl!1rJlIllIll. "jjt JI'I영i!!""í읍싸mIllJl.AAln今1&
1I'l，‘l잊. r*!llj~ijF~.~J tlJ3νJ4뼈 199엉年 4月 88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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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쩨관계 관련 이론서들이 맡거릎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강죠할 필요가 있다 톡히 중
국 인인대학의 국제정치학과는 1980년대 말에서 1990'견대 초까지 서방의 주요 국계판

계 저서를율 차예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중국 인민꽁안대학， 상혜인인출판사에서도 국
제관계 이롱과 관련한 번역서을올 충판하였다 그 중에는 E엔과 나이(Robert Keohane

& Joseph Nye)의 Power and Interdependence(!fI 力與얘互없"J ， 1992)‘ 왈츠(Kenneth
Waltz)의 The Theory 0/ Internatjonal p~이ilics ’ 圖없얹治뭘끓J， 1993), 길핀(Robert G삐 n)
의

War

&Change in World POlilics~國없政治中的;a'l'Ji;!!I!l/iJ，

1994), 앤트.(Alexa nder

Wendt)의 Sodal Theory ollnlernafional PI이ïtics~없~l;tìfì(tj...H't쩔꿇ι 2아애)가 있었다
(없효홉

2oo8b, 317)

그 밖에도 헌팅동{Samu리

Huntington) , 키신저떠enry

Ki ssi n앤)， 브

레진스키 (Zbi gniew Brezinski)의 주요 저작들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정은 중국의 학자들이 서방의
국제관계 이론율 웅용하여 국제관계 현상을올 분석하는 저술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는 것이다 그 중에 진잉충(i:맹영)과 니스씀(fl/;世111) 교수가 1 992 년에 공저한 r국제판계
이혼 비교연구(國際뼈않fllliltm*'il:)J와 왕이저우 교수가 1998년 저슐한 r서$댁제정

치학 역사와 이흔(西方닮際il:i짧 l!!æ.與쩔"')，0 1

01

시기의 대표척인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분야의 연구논문틀의 수는 1980년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중가하였다 중국 국
제관계 판연 주요 5 대 학울지에 1 991-2뼈년사이에 개제된논문의 수는총 331 연으로 매
년 명균 33 .1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는 1 980년대에 비혜 거의 때년 5 .5애가 증가한 수로 이
시기 중국의 국제관계 관현 연구가 급중하였다는 것율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연구추세로
올 때， 1 99()년대 중국 국제관계 연구추세는 이론보다는 정책과 연관된 연구가 주류였응
을 양 수 있다 친야칭(용엎쩍)이 1993-1997년 사이 r국제문제연구j， r미국연구'J. r외교학

원학보j 퉁의 학슐지에 발표한 국제관계 관련 글 380 여연 중에 갱책영구 글은 255 연으로
67. 11 %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쓸예앵(jf，쟁*l) 교수의 1995-1 998 년 사이 r국셰문
제연구.'미국연구.'외교학원학보jr세계정제와 갱치.'구주연구」， r현대국제판계 j 학슐
지에 게재된 국제운제 관연 논문에서 정책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 1.7%료 나와 재확인
되고있다앓力

lIi1J& 2이)6，여)

그험에도 불구하고 이론분야에서의 알션 추세도주목항만하다 5대 회낼지 충에서 r구
주j끓@빼빼흉의 전신)는 아예 국제관계 이흔 항목올 개설하였고， 애계경제와 정치」앓
는 특히 국제관계 이론과 관련한 연구률 중시하여 전체 국제관계 관련 논문 중 이흔 연구

충국국제관계이혼의 수용과앙선 연구 소고(써‘)

가 자지@낸 비중이 lß에 달하였다(짱엎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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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8b, 317.318) 또한 이시기에는 이미 전에

언급한 번역출판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국의 국제관계이론인 갱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충국 국제관계학계에 미국 국쩨판계학의 영향
이 깊게 침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이하며， 이에 수반하여 중국 국제관계학계의 3 대 학

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하였다

진야청은 이 시기에 자유주의 이론이 특히 신속하게 발전되었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
에 따르연 1990년대 시기 알표된 충국의 국제관계 이흔 관련 논문의 수에서 가장 수가 많

은 학파가 대체로 자유주의 학파의 글이고 다옹으로 현실주의 학파의 글이 뒤를 이었다 에
1993 년 이후본격화된 자유주의 연구는 1 990년대 이론연구의 약 37%릉 차지한 것으로 분
석하였다 중국 자유주의 학따의 확장과 이흔적 발전은 1990년대 말 중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정치를 영합적 (zerc← sum)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비영합적 (non

zero- sum) 상

황으로 인식하고， 협력과 발전올 강초한 -신안보관i의 채택에 주요한 밑거릉이 되었융 거

라추정힐수있다

쟁치현실주의 。1 흔 연구가 지유주의 연구의 뒤흉 이었는데， 당시 앤쉐흉{뻐쟁;m)의 r충
국국가이익분석(中많많家~I益分찌)，(1 99이 및 진야챙의 r패권제계와 국제충툴(51!빼 e

系與國 쌍#쫓)/ 1 999)은 가장 탁월한 저작으로 인정받고 있다앉&和 2006, 11 4- 117) 구
성주의 연구는 아직 거의 맹아단계에 어툴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류융타오(쩌*

/.11)가 1990년대 말 저숭한 r서구 현실주의이론과 구성주의 비앤i!'í方IJlIIi'主흉행월與앨
4흩조짧1ltõ'l')/ 1 998)은 중국 구성주의 연구의 기영이적인 시작을 얄리는 글이었다(젠;jdl'l

1998)
동 시기 중국적인 국제관계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그러 나 그 양과
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춘융 벗어냐지 못하고 있었다 1991 년 6월 북경대 국제
관계연구소 주최로 ‘새로운 세기의 도전(111世3 러的IU!)

중국 국제관계학과의 방션 "01

란 주쩨로 토혼회가 개최되었고， 1993 년 8월에는 상해 명화 및 발전연구소 퉁 주최로 산

동 엔타이에서 ‘국제문제이론학습회(國없 m앓많腦앓1'f)" 개최， 1994년 12월 북정대 국

제갱지학과와 국제관계연구소의 주최로 ‘2 1 세기률 항한 중국과 세계 (21 tltlèa연中國횟世
!JI)"란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8 년에는 상혜 복딴대 국제정치학과
와 중국 국제관져 사 연구회가 공동 주최하여 ‘션국 국제관계이론 토론회 i릉 개최한 바 있

1이 친야챙(짱엎캄 200'비의

315, 323.324 잊 〈도표 lι1>융 장조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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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모든회의에서 주요주제충하냐는중국흑색의이흔문제였다 그러나동기간동
안 친야칭의 분석에 따르연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 논문이 매년 출딴왼 빈도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최대 연수도 5 연 미만이었다 '" 단， 이 시기 중국특색의 국제관계 연구는
비록 맹아척이었지만 꾸준한 문제제기릉 홍하여 온질적인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국내의 상짱과 국제 환경 및 발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충국이 발전하는 데 직연
한 실제적인 문제등을중국인의 독자적인 시각융 바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 학파의 수립 휠요성 및 당위성올 강조한 학자 충 대표적인 인울은 북경 대학
의 량셔우더 교수였다 사회주의 국제관계이롱에 기초한 전흥적인 국제정치학자였던 랑

셔우더는 점차 서방 국제관제 이론의 연구툴 용해 국제정치학이 절국은 자국의 시각으로
국제문제를 분석하고 자국의 이익에 용사한다는 결혼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그는 충국의
국제관계이흔 연구는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이흔융 지도원칙으로 삼고， 국제 사회

에서 중국의 지위에 입각하며， 충국의 국가이 익에 흉사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문화전용
에 기반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쌓후용 ìJ\j~1IlI 2000， 32-35) 한상희는 이러한 량의 입
장은 단지 국수주의적인 입장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인류역사와 시대의 흐릉에 대한 이

혜를 전제하고 있다고 명가한다'"
융론 중국 흑색의 국제관계 연구 주장이 중국 국제관계 학계에 당위적으로 받아들어 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은 크게 다응과 감이 요약할 수 있다{朱4 1995) 첫째， 중국
특색이란 개념은 학숭적이라기보다는 이엽객인 개녕이다 두 번째， 특색의 형성은 선험적
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자쩨의 발전과 성숙에 달려 있다 세 번째， 핵않연구의 중
심은 문제륭 혜석하고 설영하는 것이지 반드시 ‘특색-융 핑요로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중
국 학자의 연구는 그 자혜로 중국 륙색올 지 나는 것이지 ‘특색i율 특별 히 강조항 훨요가

없다 다섯 번째， 중국 흑색을 강초하다 보연 이론의 실용성올 지 나치게 강조하고 학솔적
성격은약화될수있다

이러한 논쟁은 이후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연구 및 더 나아가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
론 정렵율 위한 노력에 주요한 밑거릎이 되었음은 두 알항 나위가 없다 량의 입장은 여러

11) 이 밖애도북경애 국쩨갱치학과， 인인대 국제정치학과，중국국세관져사학회 풍도충국욕색의
국제관쩨이혼에 대한 토롱외용 2회에 정져 공동 개최한야 있다 한상회(2002)의 주 53 창조

12)

친야갱(Jf효홉

2008b, 315). <도JUι 1>올 장죠하시요

1J) 한상회 (2002 ， 376-318)는이러한량교수의 입장융본인의명가와더융어 재갱리하고있다

중국 국제관계이용의 수용과 땅전 연구 소고('1애‘)13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 지도자틀의 외교사상에 대한 연구， 중국 문화전용에 입 각한
외교이론 연구， 서방국제관계 이론에 기초하연서도 중국 자신의 관정올 수럽하려는 다양

한분야에지속적얀영향융미치고있다고명가된다(!lI世11

許정 1997 , \\- \5)

중국적 국제관계이론 정립 노력: 이론 창조단계 초기시기 (21세

W

기 초-)
2 \ 서 기 들어 중국의 국쩨관계 분야 연구는 질과 양적인 측연에서 오두 비약적인 얄전율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측연에서 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작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두 번째로는 국제관계이흔 연구에서 구성주의 이흔 연구가 안발
해 져， 기존의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 연구 분야와 그 수량적인 측연에서 거의 대동해 졌다
는 것이다 세 언째로는 충국적 국제 관져 아론의 형성노력이 일반화되고 정착되었다는 점
이다

1 국제관계

연구의 비약적 빌전

진야칭의 연구에 따트연 중국 5대 충판사의 주요국제관계 저작의 언역연수가 \ 990년대
\ 0연어 서 200 1 -2007년 기간 사이에 74연으로 읍중하여 연 명균으로 계산할 예， 우려 iO uH

의 중가 추세흥 보이고 있다 그 엉위도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저작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이흔‘ 복잡제 (Com이 eXlly) 이론， 세계 거벼년스(Gcr、lemance)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
고 있다 이들 비주류 이론등의 연구비중이 점차층가6눈 추서 에 있다
중국 5 대 학숱지에 풍재된 국제관계 이릉 판련 논문의 수도 2 \ 세기 들어 급증하여 \990
년대 연명균 33연정도 발g되던 수춘에서 2 \ 세기 틀어서는 연명균 약 \ 02연으료 급중하였

다 이 는 \ 980 년대의 \7 배에 달하고， \990년대에 비해 3 배에 닿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을
수혹그중가추세는더욱현저하다'"
중국 국제관계이흔 연구의 대제적인 흐릅에 대해 캉셔우더 교수는 크게 맑스 레닌주의

및 마요쩌둥 영샤오명 사성써1 국제관계 연구， 중극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 서방이론

\4)

친야갱(찢표씩 2oo8b， 315-321). 아올러 〈도표 따\ >과〈도，， \ι3> 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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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번역과 명가 연구로 대영하고 있다 '" 한연 니스용은 충국지도자의 외교사상， 중
국 문화전흥에 착안한 외교이론， 서구 이론에 기초한 연구로 분류하고 있대%딸tt 2001 ,

489-490) 그러나 친야칭의 중국 5대 학숭지의 분석에 기초한 중국 국제관계이흔 연구에
대한 실중적 연구에 의하연 1 990년대 주류는 자유주의 이론이 선두 위치릎 차지하고 현실

주의 이혼 연구가 거의 양립하는 형세을 취하였마 21 세기 들어서 이러한 양립구도는새로

이 받~，는 구생주의이론 연구 분야에 의해 우너져，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이론
연구가 삼렵(三立)하는구죠가 되었다

16)

2007 년 현재 주요 이흔분야의 글이 각기 30연 이

상이냐오고있다

(l>2) 중국 국지띤케이론 연구의 회띠 문류{197&v2007)m

앙스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충국혹색이흔

주요개녕

유따

분류

고정앙스주의

정유융

계급운석

6%

권력，충흩

2π‘

쩨도，협력

33%

주류구성주의

문화，용질감

18%

경션파

지도자사상이흔

전용따

전용이룡의현대적적용

균앵파{앉@派j

중

신좌파

고전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이상주의
지유주의

6%

서양의용앙

포스트모떤이혼
여생이흔
기타이흩

]()%

힐경이론
기다유형이흔

15) 이 운야애 대한 성영은 량수더없'l'1i! 1997) 장초
1이 충국 국제관계이흔 유파별 연구동향융 가장 종합적으로 징대성한 논징응 왕이져우(조 ilóJt 主
필 2006)잉

17) 친야갱(!If표염 2αJ8b， 322). <도11.

1 0-3>:과 〈도표 10-4> 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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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구성주의 연구가현실주의 연구흘앞지르는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는 데， 발표
논문 수에 있어서 2에7년 현재 자유주의 이흔， 구성주의 이론， 현실주의 이혼과 판련한 글
의 순으로 승위가 구성되었다

구성주의연구의도약

2

중국 국제관계이 론 연구에 있어서 21 세기 호 가장큰 욕정은구성주의 연구의 비약적 발

전이라 하지 않올 수 없다 쐐리와 샤오환롱 교수는 2006년 공홍논문에서 중국의 주요 학
슐지인 r세계정제와 정치ι r구주연구ι r현대국쩨관계jl r국쩨관창j， r국제논단j， r미국연

구j， r일본학간(B;$;생뀌1)，의 1 998‘-2004년 발간논문틀올 연구 분석하여 이러한추세에 대
한 실중적 분석올 제시한 바 었다
충국 구성주의 연구의 특정 중 하나는 다른 일반 국제관계 이혼 연구 운야에 비해 정책
분야에 적용하거나 실중적인 연구보다는 이흔적인 연구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이흔분야의 연구는 전체 연구의 약 7()Ø!~.흘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론분야의 연구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이다 이는 중국 구성주의 연구가 아직도 도입되는

단계에서 이론에 대한 소개나 비딴， 해석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성주의 이론의
속성상 문화 및 동질감 동의 분야에서 실중적 연구가 생지 않다는 측연에서 설명할 수 있
겠다 단， 친야갱이 200θ년 r중국사회과학j지에 발표한 ‘관계온위와 과정 구성(때%本fiL
없&않갱111)"01 란논문은충국 구성주의 연구가 어영께 ‘중국화-하고 있는 지흉 보여주는
대단히의미있는을이라하겠다，.，

중국의 학져 에서 구성주의 연구자들은 2006년 현재， 대제로 찌세 미만의 젊은 학자틀이

(1i 3) 종국 구성주의 관련 연구논문 일g운포

1998

1999

2αm

2001

2에2

2003

2αl4

3
2

6

iO

19

4
2

iO

16
5
7

17
12

연앙g양
。l혼분야

정책분야

0

용져 왜리 수앙홍{il力 Jlif<융

18)

친야갱(찢표섭

2009 , 69-86)

0

2006, 43)

충국화에 대한 논의는 다읍켠에서 하겠다

15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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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제 수로는 약 40여 명이 존재하는 데， 웬갱칭(효正써)， 궈수융{떼뼈여)， 친야쟁， 방
장명(方J，H)， 류융타오， 딴쥐화{ffi흉짧L 양흰써，，11.)이 주요 연구자들이다 이들 연구의

80% 이상이 이흔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오직 류융타오， 친야청， 양황만이 실증주의적 연
구논문을집띨한바있다(야力 Jrjli;잠 2α16， 44)

이록 짧은 수용기간이지만 중국의 구성주의 연구는 우선， 류융타오의 r당대 서구 구성

주의 통향분석ι 친야칭의 r국제정치의 사회 구생념} 같이 이론이나 핵싱개녕에 대한 소
개에서부터(찌永화

1999 , 3740; 찢표합 20(H , 5-11), 친야칭의

r권력

제도 문화j쳐렵 다

른 학파을과의 비교연구， 구성주의흉 위주로 합리주의의 문제정율 보완하는 웬정갱의 국
제관계연구방법론 연구 둥이 존재하며 점차 개념의 함의 연구를 심화하연서 ‘과정적 구성

주의(j/\않1m主 lll"와 같은 새로운 개념올 제출>f-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H짱엎줍

2009‘ 69)

3

국제관계 연구의 중국화 추세

2 1 세기 틀어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을 수립하자는 데 반대하는 주장은 현저하게 중
어들었다 이는 그간 중국학껴에서 서구적인 국제관계이혼의 수입， 학습， 발전의 경과이후

자연스레 나타난 자의식의 표층이면서 통시에 중국의 부상에 따라 수반하는 자신의 시각
에 입각한 국제관계 이해 잊 정링의 요구룡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적 특색을 지

닌 국제관계학의 수립을 주장하였던 학자들은 ·중국화파펙 수립이라는 개녕융 이에 대
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fi생 2006， 52이 에이랜없었}은 그의 논문에서 이국의 국제
정치학은 본질적으로 강자의 정치학이며， 미국적인 국제정치의 해당올 추구해 옹 것으로
주장하였다 중국 역시 중국적인 혜답을 추구할 자신안의 국제정치학이 필요하고， ‘중국

학파·의 띨수적인 것으로 주장하였다삐
이러한 중국학파의 형생 주장의 구체적인 예로， 2004년 상해에서 중국 내 주요연구단제
들이 국제관계이롱 토론회를 개최하연서 내건 주제가 ‘중국이혼을 구성하고， 충국학따을
창건하자〈양%이i 園쟁Ïil!， ßI 않中圖쩔iJi\l"였다 당시 회의는 ‘중국흑색을 온위로 하고， 맑

스주의 국제관계A냉을 견지하는 것올 핵싱으로 하연서， 서방이론의 합리척 내용올 용수

19) 류용'*오와진야갱안이예외다

20)

애이란(11<β 2000}융 창조힐 것

충국국제관계이흔의 수용과발전 연구소피”‘)

17

하고， 중국전용과 우수한 문화흘 계숭하고， 새로운 시대의 국제정치발전의 현실을 맞이하

자·는 내용의 결론융 맺었다 H ' 이 회의의 직전 2004년 9월에 뤄양에서 전국고등교육 정치
연구회 퉁의 주최로 개최왼 중국 국제정치학 토론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인식이 공

유되었다 즉， 중국의 부상을 위해서는 자신안의 이론이 멸요하고，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 체계가 수럽되어야한다 이는자연스럽게 그 형생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씨
이미 1 99ü년대부터 논의 되어 시작한 중국흑색의 국제갱치이론의 내용은 명화 5 원칙， 제
3 세제론， 영화와 방션의 두 축이론， 국제쟁치 신질서롤 풍올 당고 있었다(I~!샘경

5!'l'iTlI<

1992 , 36-37) 리이후($;1111)의 주장에 따르연， 최근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의 내 용은
우선， 충국학파가 전흥적 현실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극화 및 다극화와 같은 국제구
초， 국가역량， 종합국혁과 강은 개녕들융 많이 차용하고 있으며， 둘째， 외교정책이론에 연

중되어 있고， 셋 째， 국제구조에 대한 연중된 관싱은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미시적인 운제를

소흉히 하는 경향이 있고， 넷째， 국제구조의 강조 중 불명풍성과동태적 변화의 흑연율 강
초하여 갱태적인 서구 현실주의 이론과는 차이가존재하며， 다섯째， 기본적인 모순문제률
제기하여 이젓이 국제구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학따는 서방 국제관계 이

흔에 비해 보다포용쩍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학파는 인성이나 국가의 본질적인 성격이
성악성보다는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는 본질적으로 협쩍올 추구하며， 강제보다
는 국제도덕올， 인간， 자연， 국가관제의 조화를， 무정부상태보다는 국제관계의 민주화흉
흉한 질서을， 다양한 자이융 포용하는 국제셰계의 실현융 지향한다고 주장한다(후월111
2αμ)

친야칭의 분석에 의하연， 2 1 세기 를어 당위적인 촉연에서 중국학파의 형성 주장이 널리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들 소위 ‘중국학따i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가 중국 국제관계연
구의 주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틀은 그 논문의 양에 있어 200년대 중반 이후 그 수
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류 3 대 이론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다 그라고 1978-2007
년 기간 중 중국특색 혹은 중국학파의 논문 수는 약

6% 수준의

벼충을 자지하는 데 불과

하였다에

21)

이 내용에 대혜서는 궈수용 ·쏘I!l i엉際때 11\\톨iIlr!Jf염유在上 fli 3< *fil!:l'H'r.~( h t‘ p :l/www
， ~“ 떠 orglnewslview.asp'η

22) 이에 대해서는 순현쟁 순순(1..1‘ 1 . !iili 2005) 창조
23) 친야갱(찢효성앙 2oo8b, 322). <，도표 lι1>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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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웨이(王흉밟)와 니스용은 중국의 실천적 경힘들이 중국적 특색파 같은 ‘특수성-의

기치올 내걸지 않더라도 보다 일반적인 국제관계이흔의 정럽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王옳빼 flI.世J.t

2003, 28-29) 그러나 이처럼 -중국 특샌i이라는 개녕의 사용올 반대

하는 학자들도 국제관계을 중국인의 시각으로 이해힐 멸요가 있다는 것율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척 흑색올 주장하든 혹은 중국회}파의 수립올 주장하든l 아니연 제3의 주장올
하든지 맑스주의 이론이 중국화의 과갱융 거쳤듯이， 서구적인 국제관계이롱은 선택되고，
소화되고， 실제의 상황을과 결합하연서 중국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데 대제로 동의하는
연이대石쳐

2006, 527) 중국 특색이론의 선구자이기도 한 량셔우더 역시 -중국 특색은

곧충국화를 의이한다-고통의한 바 있다(!ì1守짧 2005)
〈표 2>에 의하면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혼은 크께 정전파， 전홍파， 균형파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전띠}는 맑스이흔이나충국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집

단으로 21 세기 들어서연서 그 세가 약화되고 있고 향후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시의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세대 학자들이 퇴조하연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두

언째 그룹은 중국의 천용적 전략사고나 정치문화적 해석 동을 바탕으로 국제관계 및 현재

세계질서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들 전홍파는 최근 들어 정자 그 세릎 중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 전용의 정치질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7}{짧家)적인 정치
정서나 거벼년스 제체의 수립， 천하제도관의 긍정적 재해석 퉁올 시도하고 있다 대 g 적인
예로 자오명양의 r천하지 계，(2005)를 을 수 있다뼈iT얘 2005， 5-49)

충국적 국제판제이론의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노력이 균형파어 서 제기되끄 있다 이
들은 충국의 전흥적인 경험과 유산 및 서구적인 개녕 및 분석 방식 동올 절합하여 국제관
계이론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집단이다 〈표4>에서 보듯이 21 세기 들어 이 집단이 방
표한 논문의 수는 다른 충국학파률 압도하고 있다 이 집단의 주요 당지자듬은 비교적 나
이가 젊은 학자들로 구성되어있으여， 향후 그 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명가된다 이들의

(" 4) 중국특색의국지관기 01론유영얼 논문수

1978-1990

1991-2α)()

2001‘ 2007

정전파

60

73

29

전용마

0

3

24

균형따

40

24

47

용처 진야갱(찢표확 2oo8b， 328)

숭국국제관계이론의수용과망션연구소괴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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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가운데 주옥항 만한 것이 최근 친야칭 교수의 r중국사회과학j에 나옹 -관계본위와 과

갱구성”라는논문이다
친 교수는 이 논문융 흥해 중국잭 특색올 지난 구성주의 이론의 형성 혹은 구성주의 이
론의 충국화흘 시도하였다 그는서방 국제관계이흔의 핵싱이녕은 이성인데 반해 중국 사

회문화의 주요 이영은 과정’과 관계‘라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 개념올 국제관계이흔 분석
에 도잉하여 ‘과정적 구성주의 이론‘올 수립하려 하고 있다 과갱올 통태적인 관계로 정의
하면서， 과정의 통태성윷 국제관져 흘 이해하는 핵심개녕으로 파악한다 즉 관계의 네트워
크 형성정도가국제관계상 한국가의 지위나국제적 역량/힘올 의이한다고 따악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이러한 관계의 동태성과 항의를 국제관계 이론 속어 서 이롱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아도 중국이 죄큰 시도하고 있는 명화로운 부상 전략‘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 전학을 이론적으료 뒷받침 힐 수 있는 중국화한 국제관계이론의 정립시도

라고할수있을것이다

V

철론·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합의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 연구는 초기의 전 이흔적 단계를 거쳐， 이론 수용의 초기 및 생숙
단계롤거쳐오늘날을독자적인이흔，혹은중국국제판껴이론의중국화를모색하는창조
적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흔적 유파들이 상호 경쟁하는 구도， 측 다원화
되고 있다 이러한추세는 오늘날사회과학이 의미하는 체계적인 앙엉론의 혼연율 받지 옷

하고，이념과사상을중심으로국제관계흘이해하던세대가정자사라지연서 더욱강화되
고 있다 울론，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중국화는 이미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지 30여 년

이 지나는통안축적왼 학문적 성과이기도 하여，중국의 정제발전 및 국력성장올 반영하는
것이기도하다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친야갱이나 땅이저우는 지난 30여 년간 중국
학계 내에서 지난하게 추구한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정립 노력에도 울구하고 중국 국제

관계 연구의 중국화 빛 과학적 발전은 그 수춘에 있어 아직 요원한상태호 남아 있다는 다
소 회의척인 명가을 내리고 있대찢효암 2008b, 306-343; 王I<Jit 2006, J-J 이 이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가 중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료 얀정되 고 설명될 수 있

는 보연성올 획득하려연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올 것이다 국제관계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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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 띨요성에 대해서는 대재로 공갑대가 확산되면서도 ‘충국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도아직 중국의 학숭계 내어 서 충분한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중국 국제관계 。1 흔 연구의 주요한문제정 중 하나는 실중적인 연구가 여전히 태부족하
다는 갱이다 구성주의 이론의 연구나 다른 이론 분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충국 국쩨관
계 이흔 연구는 여전히 서구적인 의미의 과학성올 인정받올 수 있는 수준에서의 실중적인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또 다른 문제정은 구성주의 연구툴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관계 연구가 이론 분야보다는
정책성의 연구에 치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 정책절갱의 보조 학문

으로서 국제관계학이 존재한 전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이다 초기 중국특색 국제
관계 연구도 ‘중국적 흑색의 사회주의까 i독립자주 외교노선’이라는 정치적 구효나 정책

에 입각하여 제가된 것으로 보는 연이 합당항 것이다 현재 관연 싱크탱크에 종사하는 학

자들이 중국 국제관계 연구의 주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
다 그러나 정차 일반 학계의 학자를이 수와 창여가 확대되연서 이러한 정향은 점차 개선

되어가고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측연은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의 발전이 중국의 외교정책

과분리하여생각힐수없다는정이다 중국국제관져야론연구와외교정책사이의풍초화
현상은 대단히 중국척인 특색이다 중국 내 다양한국제관계 이흔분피들이 형성되끄 서로

경쟁"는 구도는 중국 내 다양한 외교'1-상의 형성올 반영해 주기도 한다 이는 충국의 외
교정책이 더 이상 단일한 사고나 사상의 에커니즘으로 작용하지는 않올 것이라는 것올 의
이한다 특히 i 영화로운 부상’을 주장하는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 ‘동태적인 관계

의 발전올 캉초하는 중국 구성주의 연구가 주는 함의는 중요하다 이는 중국의 소프트 파
워 활용 및 향후 중국의 새로운 세계 에견융 제시하는 데 주요한 이롱적 근거로 양용될 것
으로보인다

투고일 2010년 3월 14'일
심사일 201C 년 3월 25일
거 재힐정일 2010년 4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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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volving Theories of lntemational
Relations in China

Heungkyu Kim

I IF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0 introduce and analyze China's adopting process of
intemalional relatÎons theorics, 10 acknowledge its present status, and fina lly 10 understand
the signi ficance it has 10 the developmcnt of China’ s intemational
foreign

떠ations

theories and

polκy

깨e study on China ‘ s intemational relations theories has been evolving through pre.

theoretical Slep, early adoption and maturing sleps and now reached a cπative level where
they pursue thei r Qwn independent theories or Chinization of inlra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ere are already various theoretical schools competing with each othcr and
providing plural poi nts ofviews. Despite 30 years ofChinese academia’ s continuous efforts
to build ils ow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oweveι Chinization and Ihe scientific
development of Ihe s이 ud ies on China's intemational relations theories still stay far offle-.τ1
Qne of the major problems in Chi na’ s study on international

r이ations

theories is that

‘, excep이

Ihere is much lacking of pra이 ica l analysis and the olher one is that the studie
for those of constructivism, are more focused on

p이 icy

making Ihan the theory.building

Development Î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îes and ils fore ign policy are surely
u nsepara비 e
p 이 Ì1 ical

and this strong accordance belween studies

a때 p이 icy

is one of Chinese

characleristics.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in which man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re established and compete with each other in China reflects that various ideas are
suggested for China ’ s diplomacy. lt also means that China's foreign 쩌 icy making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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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follow an unitary and a single mechanism ofthoughls any more.
Keywords‘ Chin a's intemational relalions theories, China‘ s characteristics, Chinization,
conslructivism , Chinese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