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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이후, 역사의종언이라는유토피아적기대와는달리세계는지금안보, 경제, 기후와환

경등전영역에걸친큰위기에봉착해있다. 본고는지난4세기동안세계질서의근간으로지속되

어온 ‘국가-주권시스템(State-Sovereignty System)’이지구공동체의공존과번영에커다란도

전이되고있다고진단한다. 이기적혹은경쟁적국가이익의규범화를조장하는 ‘국가-주권시스템’이

전 지구적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지속적으로달성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글로벌리제이션은 국가의 개별이익과 지구공동체의 집단적이익 사이의간

극을 증폭시켜왔으며, ‘국가-주권 시스템’에 기반한 자기조절 장치, 즉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양자

및 다자 협력은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그 한계를 한층 분명하게 노정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경험적

분석을바탕으로안보, 경제, 기후, 환경등지구공동체의생존과번영을위협하는문제에대한해결

책을찾고자하였다. 그해답은 ‘국가-주권시스템’에 내재하고있는모순에대한근본적인성찰과개

혁이다. 더불어 전 지구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원인이자 해결책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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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이상 지속되었던 냉전의 종식은 평화와 안정의새시대가 시작되었

음을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저작이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 25년이 지난 지금, 2014

년 국제정치의 상황은 이러한 유토피아적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안보

환경은 ‘신냉전’의 서곡이라 불릴 만큼 불안정하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

국의 부상이라는 권력전이의 상황에서 국제관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노출

되었고, 동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등에서 영토분쟁과 안보위협이 늘어났으며, 

세계 도처에서 내전과 테러리즘이 지속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도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세부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기의 빈번한 발생, 국내 경제의 양극화, 극심한 내수부진

과 성장동력의 상실, 그리고 전 지구적 디플레이션 위험 등이 그것이다. 비전

통안보 영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구 온난화, 물부족, 환경파괴 등으로 인

해 지구공동체의 생존여부 자체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냉전종식 이후

의 기간을 ‘위기의 25년’으로 부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무엇이 이러한 지구적 위기를 불러왔는가?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

에서 찾을 수 있는가? 본고는 지난 4세기 동안 세계질서의 근간으로 지속되

어온 ‘국가-주권 시스템(State-Sovereignty System)’이 지구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주권 시스템’은 이기적 혹은 

경쟁적 국가이익을 규범화하는 방식으로 전 지구 공동체의 공동이익 추구 및 

번영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계속된 글로벌리제이션은 국

가의 개별적 이익과 지구공동체의 집합적 이익 사이의 간극을 증폭시켜왔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주권 시스템’에 기반한 자기조절 장치, 즉 다

양한 형태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은해결기제로서의 한계를 한층 분명하게 노정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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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전 지구적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해졌

다. 하지만 ‘국가-주권 시스템’의 경직성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가-주권 시스템’의 내재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 성찰

과 개혁을 통해 지구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이래, 근대 세계질서는 개별 국가의 주

권 평등에 기초한 ‘국가-주권 시스템’을 토대로 작동해왔다. ‘국가-주권 시스

템’은 ‘개별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 권력 및 권위의 부재’라는 원칙의 제도적 

표현이다. 이는 유럽의 국제관계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여, 유럽의 팽창과 함

께 19세기 이후에는 전 지구로 확장되었다(Biersteker and Weber, 1996). 

‘국가-주권 시스템’은 형식적 주권평등론에 입각한 국가주의를 조장하며, 그 

결과 ‘이기적/경쟁적 국가이익’을 규범화시킨다. 이때 ‘이기적/경쟁적 국가이

익’은 ‘지구 공동체의 집합적 공동이익’과 상충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Lake, 2009). 또한 글로벌리제이션은 이른바 ‘국가의 

위기’를 불러오며 문제해결의 단위로서 국가의 취약성을 여과 없이 노출시켰

다. 다시 말해, 국가 자체의 권력과 권위가 약화되었다(Strange, 1996). 이는 

미국 등 초강대국이 과거와 달리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자체는 없어지지도, 정치단위로서 그 중요성

이 현저히 낮아지지도 않았다. 다만 국가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다

양한 활동 주체들이 등장하였고, 이에 국가는 ‘아래(기업, NGO 등)’, ‘옆(테

러리스트와 분파주의자)’, 그리고 ‘위(UN, IMF, EU 등 초국가 조직)’ 등에서 

그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다나카, 2010).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 안보, 경제, 기후, 환경, 자원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국가 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협력, 국제기구, 지역기구, 민간 전문가 활용 등 

기존의 ‘국가-주권시스템’을 토대로 설계된 자기조절장치의 실패와 맞닿아있

다. ‘국가-주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조정 혹은 재구축 없이, 이기적/경쟁적 

국가이익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안보, 경제, 환경, 자원 등을 둘러싼 

국가 간 무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적기를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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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Ikenberry, 2011). 이는 지난 400년여 동

안 지속되어온 ‘국가-주권시스템’의 재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현재 세계질서의 현상과 위기를 살펴보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본다. 특히 중국이라는 요소에 

집중하고자 한다. G2로서 중국의 부상은 세계권력의 지형변화와 함께 세계

질서를 재건축할 미래 권력의 등장을 예고한다. 세계권력의 중심으로서 중국

은 안보, 경제, 기후, 환경 등의 위기를 심화시킨 하나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해결의 열쇠도 쥐고 있다. 중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세계질서가 크게 좌우

될 전망이다(Martin, 2009; Schell and Delury, 2013; Shambaugh, 2013). 

II장에서는 근대 ‘국가-주권 시스템’의 발전과 내재적 모순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기적/경쟁적 국가이익과 지구 공동체 집합적 공동이익의 상충을 

논의하며 글로벌리제이션이 어떻게 이 모순을 확대 및 심화시켰는지 논증한

다. III장에서는 안보, 경제, 환경, 기후,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국가-주권 시스템’의 내재적 모순이 어

떻게 문제들을 심화시켰는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다. 또한 중국이 이러한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영향력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

될 것인지를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이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

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IV장은 기존 문제해결 조절장치의 

한계에 대해 검증한다. ‘국가-주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제시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제한성을 논증

한다. 결론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5~10년 이내)의 세계질서에 대한 시

나리오를 간략하게 논의하고 중국 부상이 세계질서재편의 차원에서가지는 

함의를 소개하며 본고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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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주권 시스템의 발전과 내재적 모순

1. 역사적 발전 경로와 내재적 모순의 원리

근대 세계질서의 조직 원리인 국가-주권 시스템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

약의 체결과 함께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양한 

권위와 권력이 중첩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종교적 권위는 로마 교회에 

귀속되고, 세속적 권위는 신성 로마 제국이 가지는 한편,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주체는 지방의 봉건 영주와 기사들이었다. 또한 수도원과 상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권위와 권력의 분절도 나타났다. 이러한 권위와 권력의 분절

현상은 16~17세기의 반복된 내전을 거치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왕의 배타

적 권력 및 권위 확립으로 이어졌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러한 비

공식적 관행(Informal Practice)을 공식화하였고, 이에 ‘왕에게 주권이 있다’

는 관념이 등장했다. 이러한 관념을 토대로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 질서의 

조직 원리로 작동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국가가 형성된 근대에 이르러, ‘왕에게 주권이 있다’

는 절대주의적 관념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로 변화했다. 통치받는 자의 동

의에 기초하여 주권자가 통치한다는 발상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생겨났고, 뒤

이어 혁명을 거쳐 ‘통치당하는 자가 스스로 통치한다’는 근대 민주주의 이념

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탄생하여 제도화되었다. 주권의 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국익’의 개념도 ‘왕의 이익’에서 ‘국민의 이익’으로 치환되었다(다나카, 2010).

이러한 역사의 전개를 진보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국민

의 이익’이란 개념은 국가-주권 시스템에 내재된 모순의 한 축이다. 그 모순

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의 이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다. ‘국민의 이익’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다. 국민은 다양한 

이해를 가진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생각은 특정형

태의 공통된 이익으로 집약되기 어렵다(Biersteker and Weber, 1996).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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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당파적 경쟁성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익의 규정은 언제

나 그 대표성과 객관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이익 

상충은 주권의 주체성 문제와 더불어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국

가-주권 시스템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모순의 다른 한 축은 국가-주권 시스템과 무정부상태(Anarchy)의 존재론

적 상호의존성이다. 무정부상태는 어원상으로 지도자, 통치자, 정부, 혹은 질

서의 부재를 의미하나, 국제정치의 개념으로 사용될 경우 ‘국가 위에 존재하

는 초월적 권위나 권력의 부재’를 뜻한다. 즉, 무정부상태와 개별국가의 주권

은 쌍을 이루며 국제정치의 조직 원리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무정부상태는 

국가 상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외적 최고성을 가진 국가 간의 조직을 

의미한다(Krasner, 1999). 그렇다면 국제정치에서 무정부상태는 질서 자체의 

부재가 아니다. 다수의 주권 국가들은 그들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질

서를 창출한다.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등 세력 배분 구조는 국제정치

에서 존재하는 질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정부상태에서도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국학파 또한 ‘다른’ 질서

의 형태를 개념화하고 있다(Linklater and Suganami, 2006). 

이렇게 무정부상태와 국가-주권 시스템의 존재론적 상호의존성은 국익이

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권의 내용과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무정부상태를 강조할수록 국가-주권 시스템이 강조되고, 이는 

내정 불간섭을 매개로 국익 규정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이상화

(Idealization)한다. 이는 다시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국가이익을 국가라는 주

권적 단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규정하게 만들고, 필연적으로 경쟁

적 세계질서의 구축과 지속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협력은 

제한적이다. 수인딜레마와 루소의 사슴사냥의 예시가 보여주듯, 각 국가의 

개별적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개별 국가에 해를 끼치며, 궁극적으로 지구적 공공재의 부재로 이어진다. 무

정부상태와 국가-주권 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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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모순의 결과

국가-주권 시스템에 기반한 이기적/경쟁적 국가이익의 규범은 지구 공동체 

집합적 이익과 상충한다. 이는 글로벌화한 안보, 경제, 기후, 환경, 자원 문제

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 해결책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주권시스템의 축인 국가 자체가 세계질서에서 그 중심적 위

치를 잃어가고 있다. 국가는 국가의 힘을 상대화 시키는 다양한 활동 주체의 

등장으로 ‘아래’, ‘옆’, 그리고 ‘위’에서 그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

다(다나카, 2010). 국가의 ‘아래’에서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세계적으로 활동

하고 있고, ‘옆’에서는 국가를 부정하는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

가 ‘위’에서는 UN, WTO, IMF, World Bank, EU 등 국제 및 지역 초국가 

조직의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Kishore Mahbubani(2013)는 다섯 가지의 글로벌 핵심 모순을 지적하였

다. ‘지구적 공동이익 vs. 국가이익’, ‘서구(세계인구의 12%) vs. 나머지(세계

인구의 88%)’, ‘현존 최강국(미국) vs. 부상하는 최강국(중국)’, ‘지구 환경 vs. 

소비자 이득’, ‘정부의 권위와 권력 vs. 비정부 행위자의 권위와 권력’이 그 

내용이다. Mahbubani의 논의에서도 핵심 모순이 나타나는 원인은 앞서 언급

한 두 가지, 즉 1) 국가이익과 지구공동체 이익의 상충성, 2) 독점적 권위 약

화로 인한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 저하로 압축될 수 있다. 

국가-주권 시스템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조절기제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안보 측면으로는 동맹과 안보 다자레짐(NATO 등)이 있고, 경제(금융, 

통화, 무역, 투자)에는 국가 간 양자 및 다자 협상·협약, 국제기구, 지역기구, 

민간 전문가 주도 협약 등이 있다.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는 국가 간 양자 및 

다자 협상 · 협약, 국제기구, 지역기구가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기조절기제의 일반적 방식은 국가 간의 협약이나, 유럽

연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주권이양을 토대로 한 초

국가적 권위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Barnett and Duvall, 2009). 

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국가-주권 시스템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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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한계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기후변화

에 대한 대응과 IMF 개혁의 답보 등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를 공

멸시킬 수도 있는 문제로, 그 심각성은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베를린에서 시작한 유엔 기후 협약은 2013년 바르샤바 회

의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 데이터를 통해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기후변화의 핵심은 온난화에 따른 평균기온의 상승이다. 온난

화 에너지의 90%를 흡수한 바다의 산성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폭염, 집중호

우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100년 지구 온도는 최고 4도가 상승할 것이며, 이는 대규모 생물 멸종사태, 

기상이변, 식량위기 등 인류 및 전 지구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차 기후변

화평가 종합보고서는 이러한 공멸의 위기의식을 담고 있다. 40쪽에 걸친 보

고에서, IPCC는 ‘기후변화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표현을 무려 31번이나 되풀이하며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주권 시스템이 조장하는 이기적 국가이익간의 충돌로 

인해 지구공멸에 공동으로 대처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IMF 개혁의 예를 살펴보자. IMF 개

혁은 G20의 주요의제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G20

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1999년 9월 IMF 연차

총회에서 G7 재무장관회의의 발의를 통해, G20은 장관급 회의체로 자리매

김하게 된다. 이후,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G20은 마침내 정상회의로 격상되었고, 제1차 

정상 회의가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회의

에서 G20이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되

면서 G20 정상회의의 연례개최를 의결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제5차 정상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세계경제운용의 주요국으로서 일익

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차 워싱턴회의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공동대응과 보호주

의 배격 등이 G20의 주요 의제로 제시된 바 있다. 현재 G20는 5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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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반부패, 비즈니스 Summit 등

을 다루는 기타 영역을 포함한다. 5개 부분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글

로벌 불균형의 완화를 위한 ‘균형성장 협의체계’, IMF 등의 개혁을 위한 ‘국

제금융기구 개혁’, 은행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금융 규제 개혁’, 

금융 위기 방지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안전망 확충’, 마지막으로 저

개발국가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 의제’이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5차 정상회의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즉 IMF 

개혁부문에서 일정부분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았다. IMF 지분의 6퍼센트

를 신흥개도국으로, 6.2퍼센트를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더불어 총 

24명의 이사직 중 2명의 이사직을 유럽에서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합

의하여 IMF 민주화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물론 미국이 15.85퍼센트의 지

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전히 비토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한

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5년이 지나서야 미국 의회가 비

준하는 등 합의된 개혁의 이행조차 쉽지 않았던 형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제한적인 내용의 IMF 제도적 개혁조차 표류하는 것이 

국가-주권 시스템이 초래한 현실 국제정치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III. 글로벌 트렌드와 중국

이 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분석을 통하여, 국가-주권 시스템에 기반한 자

기조절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안보, 경제, 환경, 

기후 등 분야별 이슈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중국이 각 이슈영역에서 글로벌 

트렌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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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

1) 글로벌 트렌드 

핵무기의 상호파괴능력(Mutual Destruction Capability)을 고려하면, 강대

국 간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

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 저하에 따른 군사력 약화

가 중국, 러시아, 중동, 동북아 군비 증가와 맞물리며,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

고 있다(표 1, 표 2, 그림 1). 2012년 세계 군비 지출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2011년 대비 6% 감소, 6820억 달러) 등 선진국 긴축

정책의 여파이다. 그러나 중국(2011년 대비 7.8% 증가, 1660억 달러), 러시

아(16% 증가), 동아시아국가들(3.3% 증가),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8.4% 

증가) 등 기타지역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QDR 2010에서 나타나듯, 국가안보는 여러 불안정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한 예로 미국은 해상, 공중, 우주 등 글로벌 공유재를 둘러싼 긴장에 

국가 2012년 2021년(예상) 증가율(%)

1. 중국 1,267억 2,072억 64.1

2. 인도 445억 684억 53.6

3. 일본 657억 657억 0.1

4. 호주 300억 371억 23.8

5. 한국 295억 352억 19.3

6. 대만 154억 189억 22.7

7. 인도네시아 71억 153억 113.2

8. 싱가포르 101억 129억 27.7

9. 파키스탄 78억 96억 21.6

10. 태국 54억 65억 20.5

10개국 합계 3,420억 4,769억 39.5

자료: IHS제인스

<표 1> 아시아 국방예산(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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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9년 예산액 % of GDP, 2,009

1 United States 663,255,000,000 4.3

2 China 98,800,000,000 2.0

3 United Kingdom 69,271,000,000 2.5

4 France 67,316,000,000 2.3

5 Russian Federation 61,000,000,000 3.5

6 Germany 48,022,000,000 1.3

7 Japan 46,859,000,000 0.9

8 Saudi Arabia 39,257,000,000 8.2

9 Italy 37,427,000,000 1.7

10 India 36,600,000,000 2.6

11 South Korea 27,130,000,000 2.8

12 Brazil 27,124,000,000 1.5

13 Canada 20,564,000,000 1.3

14 Australia 20,109,000,000 1.8

15 Spain 19,409,000,000 1.2

16 Turkey 19,009,000,000 2.2

17 Isreael 14,309,000,000 7.0

18 Greece 13,917,000,000 3.6

19 United Arab Emirates 13,052,000,000 5.9

20 Netherlands 12,642,000,000 1.4

자료: IHS제인스

<표 2> 국방예산 추이(GDP 대비 순위)

노출되어 있고, 재래전과 비정규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에 직면하고 있

다. 또한 취약하고 실패한 국가들로부터의 테러 위협 등을 관리해야 하기도 

한다(그림 2).

<그림 2>에서 나타나듯, 최근 국가 간 갈등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

지만 실패한 국가의 존재와 국가 분리주의의 지속 등은 아프리카가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대륙으로 남을 것을 암시한다. 지역 위기 조정 체제 

창설을 위한 제안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2030년까지 현행 시스템과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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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Futures Model

<그림 1> 국방예산 증감 추세

자료: Uppsala University Peace and Conflict Research(2011).

<그림 2> 지역별 갈등 분포

안보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 지구적 안보위협 요소의 지속이라는 트렌드를 뛰어넘는 최대 이슈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세력전이 가능성이다. 이때 세력전이는 무력충돌을 

동반한 개념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하여 이중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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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Country

Spending,
2013($b.)

Change,
2004~13(%)

Spending as a
share of GDP(%)a

2013 2012 2013 2004
1 1 USA 640 12 3.8 3.9
2 2 China [188] 170 [2.0] [2.1]
3 3 Russia [87.8] 108 [4.1] [3.5]
4 7 Saudi Arabia 67.0 118 9.3 8.1

5 4 France 61.2 -6.4 2.2 2.6

6 6 UK 57.9 -2.5 2.3 2.4

7 9 Germany 48.8 3.8 1.4 1.4

8 5 Japan 48.6 -0.2 1.0 1.0

9 8 India 47.4 45 2.5 2.8

10 12 South Korea 33.9 42 2.8 2.5

11 11 Italy 32.7 -26 1.6 2.0

12 10 Brazil 31.5 48 1.4 1.5

13 13 Australia 24.0 19 1.6 1.8

14 16 Turkey 19.1 13 2.3 2.8

15 15 UAEb [19.0] 85 4.7 4.7
Total top 15 1,408
World total 1,747 26 2.4 2.4

자료: SIPRI
[  ]=SIPRI estimate
aThe figures for military expenditure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re 
based on data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3.
bData for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is for 2012, as figures for 2013 are not 
available.

<표 3> 국방 지출 상위 15개국

한편으로는 중국의 등장을 환영하면서 협력과 관여를 추진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의 공세적, 위협적 능력의 신장을 억제하고 견제한다. 이에 중

국은 미일 동맹과 미국의 다른 쌍무 동맹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주변 지역, 특히 인접한 해양에서의 국지전

(Local Wars: 댜오위다오, 인도국경, 남사군도, 한반도, 인도-파키스탄 분쟁)

을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정부 이후 중국에 대해 집단자위권 허

용, 국내 방위산업 육성 및 무기 수출 등 경쟁적 하드 헤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북아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 있겠으나 상당한 수준의 안보 불안에 시달릴 전망이다. 북한 핵문제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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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스트의 핵기술 보유 역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2) 중국과 안보 트렌드

군비 지출 증가, 빈번한 영토 분쟁 등으로 중국이 잠재적 지역 위협 존재

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 군비지출을 늘리며, (신)

군비경쟁의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데, 중국 주

변국의 군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의도와 관계없

이 중국은 군비경쟁의 중심에 서있다(그림 3, 4, 표 3). 

2012년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지출 총액은 유럽국가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의 국가에서 모두 군비지

출이 증가하였다(인도: 미국으로부터 대량 무기 구매; 말레이시아: 2009년 

이래 군비지출 2배 증가; 싱가포르: 공군력 강화; 한국: 해군, 공군 수비 능력 

강화; 일본: 최근 군비지출 증액 논의 시작). 반면, 북미, 서유럽, 중부유럽,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2013년에 군비지출이 감소하였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군비지출이 모두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아

프리카로 약 8.3퍼센트 늘어났다. 그러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증가율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자료: SIPRI.

<그림 3> 지역별 국방 지출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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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4

<그림 4> 중-일 국방 지출

자료: IMF
<그림 5> 글로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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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그림 6> 불평등 증감 추이

시기 발생지역

1970년대 영국, 스웨덴

1980년대 멕스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1990년대 멕시코, 동아시아(한국, 태국, 인도네시 아), 브라질

2000년대 러시아, 미국, 유럽(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표 4> 국제 금융위기 추이

2. 경제

1)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경제 트렌드는 무역, 금융 및 통화, 개발, 국제기구의 실효성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무역의 경우 글로벌 임밸런스가 확대되고(그림 5) 특혜성 

지역 FTA가 범람하면서 글로벌 무역레짐이 명실상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 및 통화 역시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금융위기가 빈번해지고

(표 4)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 금융위기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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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7> 경상 무역 수지 변화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9), IMF

<그림 8>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되며 이에 따른 유로화의 위기가 세계경제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의 성공여부가 미래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개발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

으로 경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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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도 왜곡된 경쟁과 분배의 룰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 저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상실에도 일조하고 있다. 

OECD회원국 중, 발전한 국가뿐만 아니라 BRIC 국가들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그림 6). 세계경제의 삼각체제인 IMF, World Bank, WTO가 

모두 제도적 실효성과 정통성에 타격을 받고 있고, 개혁에 대한 요구가 중국 

등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IMF는 금융위기의 방지와 관리에 허점을 드

러내고 있으며, World Bank는 개발 불평등의 지속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전

술한 대로 WTO의 무력화는 지역무역레짐의 창궐과 맥이 닿아 있다.  

2) 중국과 세계경제트렌드

중국은 동아시아와 함께 글로벌 임밸런스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7). 특히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그림 

8). 2005년까지 중국위안화의 가치가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후 위안화

를 평가절상 하였음에도 여전히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미-

중 간 무역 불균형은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그림 9).

중국 주도의 글로벌 임밸런스가 달러의 불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이 달러의 미래

와 세계경제의 작동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는 다수기축

통화제로 이행할 것인가?

‘통화패권 없는 패권국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국제정치에서 기축

통화의 정치는 강대국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

치경제 연구에서 금융 · 통화 부분의 중심 논제는 전통적으로 패권국과 통화

시스템의 상관관계이다. 달러화 지위 약화와 위안화 국제기축통화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국제정치 측면에서 양국의 경제, 정치, 군사 리더십의 

속성과 영향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경험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듯, 미국의 달러화 위상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실질

적인 정책 뒷받침을 통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

다. 국제정치에서 국제기축통화국이 행사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및 리더십을 고려한다면, 향후 15년 동안 국제기축통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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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0), IMF

<그림 9> 중국 경상 수지

국의 경쟁과 협력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토대를 움직

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이 분명해진다. 

만약 달러화가 국제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

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거시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지금보

다 훨씬 큰 제약을 받을 것이다. 1960년대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주장하였

듯,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이득 중의 하

나가 ‘환율위험 부담 없이 낮은 이자로 정부 지출을 조달 할 수 있는 특권

(exorbitantprivilege of being able to finance U.S. expenditures at relatively 

low costwith no exchange rate risk simply by issuing more debt)’이다

(Marsh, 2009).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이와 같

은 특권에 대해 제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의 유효성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G7이나 G20 등의 세계경제의 정책 협의에 있어 조

정국으로서 미국의 역할 및 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군사적으

로는 영국이 스털링화의 몰락과 함께 패권 쇠퇴기에 겪었던 것처럼, 미국은 

차입능력(Borrowing Power)의 감소로 인해 군사비 지출에 제약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해외 군사 작전에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의 지위까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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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tthew Hartzell (2013)

<그림 10> 중국 국내 불평등

라가게 된다면, 상황이 상기의 논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서 중국이 세계경

제를 운용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경제 협력

에 있어 조정자로서의 역할 증대, 환율부담 없이 낮은 이자로 정부지출 조달, 

정치 및 군사적 리더십 증대 등을 기대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한다. 위안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어 환율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공산당의 경제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이

용욱, 2011). 따라서 국제기축통화는 정치, 경제, 군사적 함의를 가지며, 이

를 둘러싼 정치는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하겠다. 

중국 내부의 불평등 증가는 세계적 불평등 증가뿐 아니라 글로벌 임밸런

스 지속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국이 낮은 임금 수준을 지속하면서도 글로벌 

수요 창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전형적인 경제불평등 

지도(Inequality Map)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안가에 가까울수록 부유하

고, 내륙 지역일수록 빈곤하다(그림 10). 빈곤층 수입도 증가했지만, 부유층

의 수입이 더욱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19:1에서 

25:1로 더 커졌다.



 위협의 다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187

자료: Ravallion and Chen (2007), Gustafsson et al. (2008),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그림 11> 중국의 지니 국내 불평등

자료: The CHIP data

<그림 12> 가계 소득 증감 추이

중국 내부에서 불평등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하우스 버블 등을 유발되고, 

이는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있다(그림 11, 12).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다시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

져, 세계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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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Trends 2030

<그림 13> 전 세계 물 부족

3. 기후 및 환경

1) 글로벌 트렌드 

기후 변화의 핵심은 온난화 현상의 확대이다. 에너지 부족 및 자원 고갈 

역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인구증가, 환경 파괴, 물 부족과 물 자원 사유화

(그림 13)가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펜하겐 회의, 

G20 등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

우 2025년에 14억 명의 인구가 식량 및 물부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에너지나 미네랄과 같은 자원보다, 물이 더 중요한 경쟁 자원

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물부족지역(World’s Major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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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HO

<그림 14> 대기오염 추이

자료: WHO

<그림 15>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추이

of Water Stress)은 북아프리카, 중동지방, 중앙 및 남아시아, 북중국 등이다. 

선정 기준은 인구수로, 상술한 주요물부족지역은 15~20년 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한편 중동과 북아프

리카, 서부 중앙아시아, 남유럽, 남아프리카, 미국 남서부 등은 강우량의 감

소로 인하여, 향후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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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EDGAR)

<그림 16>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자료: World Resources Institute

<그림 17> 지역별 물 부족

2) 중국과 기후, 환경트렌드

중국의 환경, 대기오염은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가까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물론 북미 등 북반구 전체가 공기 오염에 크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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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그림 14, 15, 16).

중국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농도가 높은 것은 물론, 광범위하게 전 세

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분출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중국의 

25,000개의 산업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0퍼센트에 해당하

는 2,185개의 회사들이 국가의 환경오염규정(State Pollution Guidelines 

Required Emission Standards)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은물부족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세계 5대 물 보유국이지

만, 거대인구 및 비효율적 사용방식으로 인하여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톤의 석탄을 

생산하는데 적게는 800갤론에서 많게는 3000갤론의 물이 필요하다(그림 

17). 이는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물 부족을 동시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전반적으로 수질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식수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양이 적다. 물 부족 문제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은 심각한 사회, 경제,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IV. 기존조절장치 실패와 대안의 한계

1. 기존 조절장치 실패 원인과 위기의 지속

국가-주권 시스템 하에서 세계질서의 관리방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양

자, 혹은 다자주의 협력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 시스템은 

안보의 포괄화, 경제의 전 지구화 및 복합·심화된 경제상호의존, 환경과 기후

변화의 전 지구적 대응 등의 부분에서 필수적인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였다. 왜 국가-주권 시스템은 자기조정에 실패하였나? 2

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작동해온 시스템이 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전술한 내용처럼, 형식적 주권평등론에 입각한 국가중심주의는 ‘이기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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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 국가이익’을 규범화하며, 이는 ‘지구 공동체적 집합적 공동이익’과 상충

될 수 있다. 이는 세계질서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재, 즉 통제 가능

한 안보환경, 자유무역의 확산, 금융과 통화의 안정성, 지속적 성장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기후의 보존 및 보호 등의 현격한 공급 부재로 나타나

게 되었다. 공공재는 비배타성과 비경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그 공급에

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이 정치학에서 널리 알려진 ‘집합적 행

동(Collective Action)’ 딜레마이다. 각 개인의 합리성(무임승차)과 공동체의 

합리성(공공재 산출 및 공급)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필수 공공재가 충

분히 공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Olson, 1965).  

국내정치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공공재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조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국가 간의 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주권 시스템을 토대로 움직이는 국제정치의 장에서는 필수 공공재

의 공급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편협한 국가이익에 의해 지

구공동체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글로벌리제이션은 

이와 같은 국가-주권 시스템에 내재된 모순을 확대,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모순은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와 글로벌 제도적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 후술하듯,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자유주의적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주권 시스템 아래에서 세계질서가 단극일 경우, 글로벌 리더십은 특

정 국가 주도의 리더십으로 인한 리더십 패권화의 문제에 직면한다. 반면, 다

극화한 세계질서에서는 리더십 부재에 시달린다. 또한 글로벌 제도적 공백도 

심각하다. 협력을 통해 안보와 경제 현안을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들은 권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거나 갈등을 벌이며, 국가 간 협력은 결국 

권력투쟁으로 변질된다. 이기적 국익의 충돌로 인해 국가 간 상호협력은 그 

실행 범위와 내용에서 한계를 가지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적 공백이 방

치 및 조장된다.

국가-주권 시스템에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

에 직면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자유주의적 모순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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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성과 보편주의 사이의 긴장관계에 기인한다(Sorensen, 2011). 자유주의

적 다원성의 강조는 국가 간 협력의 실효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각 국

가 간 핵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이를 중재할 방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다. 반면 자유주의적 보편성의 강조는 가치의 다원성을 배제하여 패권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는 협력의 정통성을 약화시킨다. 정리하면, 자유주의적 모순

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실효성과 정통성 사이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

여준다(Clark, 2011). 무정부적인 국가-주권 시스템에서 정통성, 효율성, 권

위를 둘러싼 다원주의와 보편주의의 긴장과 갈등은 세계질서의 안정성에 구

조적 장애물이 된다. 최근 점증하는 미-중 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2. 기존 세계질서와 대안의 한계

   

국가-주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안보, 경제, 환경, 기후 문

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까? 경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보분야는 동북

아의 긴장고조, 내전, 테러리즘 등으로 국가 간 협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

다. 세계경제는 아직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

다. 환경과 기후 역시 코펜하겐 회의 실패와 G20에서 의미 있는 결론 도출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제한적 수정의 논리를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진행시켜왔다. 각각의 논리를 살펴보면 이들이 여전히 국

가-주권-이기적 국익 규범화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 논의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홉스적(국가중심의 현실주의적) 무정부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패권 질서를 희구하자는 논의가 있다. 이 논리는 경제, 환경, 기후, 자원 등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로 국가 

간 상호성 증가로 인해 일개 국가단위가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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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졌다(Clark, 2011; Wallenstein, 2007). 패권국의 존재가 이를 상쇄

할 수 있다는 패권안정론이 있지만, 이는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냉전 이후 단극이었던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

했다. 또한 중국의 부상 등과 함께 세계질서는 현재 다극으로 이동하는 중이

며, 국가중심의 현실주의적 수정안은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 

두 번째,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활용하는 자유주의적 협력과 경쟁의 구도이

다(Ikenberry, 2011). 그러나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MF, World Bank, WTO 모두 정통성과 실효성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이들 국제기구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기구에 대

한 개혁 요구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비서구국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

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가기는 어렵다

(Katzenstein, 2010; Kupchan, 2012). 국가-주권 시스템에서 자유주의적 질

서도 강대국 간 협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극화 시대의 세계질서에서

는 강대국 간의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한 개혁 논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

다. 

세 번째로 전문가 그룹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중시하자는 네트워크 국제

사회론이 있다(Slaughter, 2004). 그러나 네트워크 국제사회론 역시 한계가 

있다. 전문가 그룹의 권한과 정통성이 국가 간의 동의나 특정 국가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여 그 실효성에 적지 않은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불

어 전문가 그룹은 특정 이슈와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집단으로, 

세계질서의 하위 구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네 번째, 비슷한 맥락에서 

Private Authority(다국적 기업 및 관련 기관들) 중심론이있다(Hall and 

Biersteker, 2008). 이러한 행위자들은 경제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일정부

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득 창출이 목표인 다국적기업이 세계질

서의 새로운 판을 짜거나 안보, 환경, 기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

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역주의의 연대론이 있다(Hurrell, 2007). 

이를 위해서는 지역안보,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지역제도의 발전과 글로벌 

질서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가령 무역에 있어 WTO와 최근 논의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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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PP(Trans Pacific Partnership)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의 관계 설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IMF, World Bank 등 국

제기구와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또 하나의 사례이다. 글로벌 차원의 패권국과 

지역 강대국의 역할 규정 및 이들 간의 정책 공조가 핵심이 되는데, 전술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처럼 패권국(미국)과 지역 강대국(중국)이 권

력전이기에 있거나 공유된 가치가 적을 경우, 역할 규정과 정책공조에 혼선

과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주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없이, 현 국제사

회가 점증하는 안보, 경제, 환경, 기후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지속적이면서

도 단기적 국익을 뛰어넘는 국제협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요원하다

(Karagiannis and Wagner, 2007; Mann, 2010; Neumann and Sending, 

2010). 현 국가-주권 시스템에서 국제협력은 한계가 있다. 국가들이 공통으

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이들 문제에 다수의 

국가가 공동 대응하기로 동의하더라도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지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

는 국가-주권 시스템이 조장하는 이기적 국가이익 규범화가 공통문제 해결을 

언제나 ‘비용과 편익의 분배 문제’로 귀결시키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어떤 문

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생산하고, 또한 이를 재생산한다. 다음의 

예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Howard Davies(런던 정경대 학장, Global Financial Regulation after the 

Credit Crisis, 2010, 185): ‘문제는 국제기구의 수가 아니다. 이미 많은 국제기

구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 사이를 조정할 위계성의 부족이다. 글로벌 금

융안정을 위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세계 금융의 흐름을 시의적절 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The problem is not the lack of global 

bodies; it is the absence of any hierarchy between them, or of any central 

body with the authority to require any of the organisms to act, on any 

particular tim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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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 안보문제연구소(글로벌 거버넌스 2025: 중대

한 기로, 2011, 31-32) ‘국제적 협력의 필요는 절실하나 앞으로 인구가 고령

화되는 동시에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대중의 관심이 더욱

더 외향적보다는 내향적으로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국제적 차

원에서 다원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 형평과 정당성 등 더욱 장기적 필요성

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경향은 다자포럼에서 각국의 입장을 비협조적으로 만들고 비교

화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인식의 괴리 확대, 서로를 적대시하는 국민토론의 악

순환이 될 수 있다.’

V. 결론

지난 400여 년간 지속되어온 국가-주권 시스템의 균열과 이를 토대로 설

계된 대안들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향후 10~20년 사이에 세계질서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세계질서의 조직원리로서 균열을 보이고 있는 국가-주권 시스템의 종언이다. 

다음으로, 조직원리로서 국가-주권 시스템의 지속되며, 운영원리(혹은 작동원

리)가 변화하는 것이다.  

많은 균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주권시스템이 향후 10~2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제도적 완고성(Institutional Stickiness)을 차지하고도 

국가-주권시스템이 함축하는 국가의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독립성,’ ‘주권

간 평등성,’ ‘내정불간섭’ 등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단위 및 이념이 출현하여 

공고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다만 국가-주권 시스템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새로운 조직원리의 필요성 등이 구체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권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운영원리 측면에서 네 가지 세부 시나리

오가 나온다. 첫 번째,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의 유지

라 함은 국가-주권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공통문제를 해결(혹은 공공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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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미국, 유럽, 중국의 세계 분할 ‘삼두체제’이다. 이는 미국 중심의 북미, 유럽

공동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가 지역질서에 기반을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는 구도이다(Katzenstein, 2012; Lee and Sohn, 2014; 사

카키바라, 2005). 세 번째, 세계질서의 법제화 및 초국가 권위 확립이다

(More Legalizationand More Supranational Authority). EU가 근접한 예시

가 될 수 있다. EU 운영원리가 세계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세계정부론(‘[World]Governance without [World] Government’)

을 들 수 있다(Wendt, 2003).

첫 번째인 현행 시스템의 유지는 전술한 안보, 경제, 기후와 환경 등의 문

제해결에 있어 이미 그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는 별도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의 열쇠는 동아시아가 쥐고 

있다. 미국 중심의 북미는 새롭지 않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이미 작동하고 있

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경제

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한국, 일본의 전략적 선택의 상호성이 ‘중국의 동아시

아’의 가능성을 가늠할 것이다(요하나, 2011). 세 번째인 세계질서의 법제화 

및 초국가적 권위의 확립과, 네 번째 가능성인 세계정부의 탄생은 연속선상

에 있다. 다시 말해, 초국가적 권위의 확립은 세계정부의 출현과 맞닿아 있

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판단, 비전, 정책이 위 시나리오들

의 구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질서의 미래에 관한 상술한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빨리, 어떠한 형태

로, 어떠한 조직 및 운영원리를 통해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중

요한 임계점들을 고려해야한다. 먼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불평등

이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사회 및 경제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개혁과 혁명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하고 이들이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급격한 국가주의로의 회귀로 연결될 수 있다. 또

한 세계주의(Cosmopolitanism)의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Held, 

2010). 미국 달러화의 국제기축통화 지위 상실도 급격한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달러의 국제기축통화 지위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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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리더십과 패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기후의 지속 불

능 포인트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의 패턴과 내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환경과 기후의 문제는 비단 비전통

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넘어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계정부로의 급속한 이행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존과 번영의 세계질서 확립 가능성에 대한 핵심 질문

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혹은 강대국들은) 지구공동체를 위한 민주적 권위(Democratic 

[Hierarchical] Authority)를 세우고 제도화 할 수 있을까?

이슈 영역별 다른 권위 형태의 도출과 제도화로 이어질까?

전 지구적 민주적 권위체제는 기존의 국가-주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적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뛰어넘는 권위가 확립됨을 

의미한다(Rifkin, 2009). 세계정부와 국가 사이에서 EU와 같은 권위체제의 

성립과 발전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식의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

이 실천적, 담론적 측면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으나 이는 답이 아니다. 현재

의 위기 혹은 문제해결책의 부재는 국가-주권 시스템에 기인하기 때문에, 국

가-주권시스템에 토대를 둔 패권안정론의 해답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전술한 내용처럼,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하에서 국제사회는 

안보, 경제, 환경과 기후 등 어느 문제에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가-주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개별 국가 이익을 넘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민주적 권위와 그 제도화를 추진하게 하는 동력이자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세계질서의 변화와 중국의 역할에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Huang, 2013; Li, 2013; 가오센민 ·

장카이화, 2010; 이정남, 2014). 상호보완 혹은 경쟁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중국 정권이 이 중 어떤 논의를 선택하는가가 미래 세계질

서의형성에 핵심 변수라 할 수 있겠다. 정비젠은 ‘화평굴기론’을 펼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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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현실주의 태두인 옌쉐퉁은 ‘중국굴기의 길’이라는 논지를 통해 중국 

중심의 패권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자오팅양과 왕이저우는 자

유주의에 입각한 책임국가론을 설파하며 세계경영에 있어 중국식 신질서 확

립을 주장한다. 친야칭은 중국의 전통사상에서 새로운 국제관계이론과 국제

안보질서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위옌은 세계경제질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G20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논의하고 있다(문정인, 2010). 국

가-주권시스템의 변화가 미래 세계질서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들의 논의가 

국가-주권 시스템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세계질서

재편을 연구하는데 있어 긴요하다. 중국은 과연 산적한 안보, 경제 문제해결

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능력과 리더십, 자유주의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는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까? 세계질서재편에 관한 미래

연구는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질서비전에 대한 다각적인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가-주권 시스템의 개혁을 중심으로 그 적실성을 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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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to what we expected from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is far 
from peace and stability. Rather, it is filled wi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economic crises and downturns, and catastrophic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article attributes the predicaments of world politics to 
the rigidity of state-sovereignty system, which preserves and facilitates the norm of 
narrowly defined national interests. Globalization has further exasperated the 
existing fissures of state-sovereignty system by widening the gap between global 
needs and national prerogatives. More to the point, the clash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global needs contributes to the perennial undersupply of global public 
goods that help stabilize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detailed data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affairs, this 
article argues that peace and prosperity of world politics should be better guaranteed 
when we critically recast the nature of state-sovereignty system in a way to 
ameliorate the embedded contradiction and fragmentation. With the rise of China 
in mind, this article also notes how China could be a force to reshape worl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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