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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 세계는 국제정치적 치세와 난세가 공
존하는 혼돈시대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
거 국제정치적 난세 속에서 국권을 잃고 식민
주의적 침탈에 시달리고 민족의 분단과 상잔을
겪었다. 반면 2차대전, 특히 냉전 이후 등장한
국제정치적 치세 속에서 경제적 선진국, 외교
적 중견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미국과 중
국 사이의 패권적 경쟁, 러시아, 중국,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의 권력정치적 행태, 각국에서
등장하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등으로 난세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치세와 난세 어
느 것도 결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혼돈시대다.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은 치세를 지향하고
난세에 대비함으로써 지금의 성세를 후세에 물
려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대전략
적 사고와 행동이다. 혼돈시대에 방향을 잃고
대증(對症)적 행보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치명
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은 ① 생존의 확보, ②
자주성의 제고, ③ 국력의 증진으로 대표되는
대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①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 및 통일, ② 국방, ③ 외교 등 분야
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제
정치의 일상을 관리함으로써 치세 속의 중견국
의 입지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핵심어: 혼돈시대, 치세, 난세, 대전략, 국가전략, 외교태세, 중견국 외교

Ⅰ. 서론: 혼돈시대의 외교적 도전과 대전략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고 충격적인 내용의 공약을 앞세
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말 저명한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이 짤막한 평론을 발표했다. 곧 불확실성의 시대 출간 40주년임을 상기하
면서(Galbraith 1977)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차라리 ‘확신의 시대’(age of assurance)
였으며, 만일 그때가 불확실성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
의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Eichengreen 2016). 그러나 아이켄그린이 지금
* 이 연구는 2010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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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빗대어 40년 전을 ‘확신의 시대’라고 한데는 ‘후지 편향’(hindsight bias)의 오류가
있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과거는 항상 확실한 선지(foresight) 대 후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Fischoff 1975; Herrmann and Lebow 2004). 그러므로 불확실성의
시대나 초불확실성의 시대는 한 시대를 특징짓는 이름이 되기 어렵다.
필자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오늘날을 혼돈(渾沌)시대라고 부르고자 한다. 국어사
전에서 혼돈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 혹은 빛과 어둠이 나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
다.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대는 난세(亂世)와 치세(治世)가 혼재하고 있고
둘 사이의 균형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기 어렵다.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어
대국굴기를 본격화함에 따라 패권국 미국과의 사이에 대격돌,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경고와 논의가 무성하다(Allison 2017). 그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지목
하여 현상변경국가라고 하고 그들로 인해 ‘지정학’(geopolitics), 곧 난세가 “돌아왔
다”라는 주장이 2014년에 나왔다(Mead 2014).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이를 받아 서두에 지금의 세계를 “경쟁적인 세계”라고 규정했다(The White
House 2017: 2).
통상적으로 난세(the state of war)로 규정되어 온 국제정치에서 새삼스럽게 난세
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후반 이래, 특히 냉전 이후 국제정치가 치세(the
state of peace)의 조짐을 뚜렷이 보였기 때문이다. 냉전의 그늘 속에서, 근대 국제정
치의 표준을 규정하고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공동체, 나아가 안보공동체를 구축했다. 냉전이 끝나면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국제통합과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가 표준
이 됐다. 인류사상 유례가 드문, 국제정치적 치세라고 할 만하다.
그 드문 치세, 즉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
하는 가운데 영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했다(Diamond
2015). “미국 먼저”(America First)를 외치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을 무산시키고 중국과 무역 전쟁에 나섰다. 난세가 재현되는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크림반도를 무력으
로 강점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열었던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1938년)
에 비견할 만한 사태였다. 입법을 통해 ‘사실상의 개헌’을 한 일본은 내친김에 아예
개헌할 기세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에 따라 채택했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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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에 따라 무장 해제했던 라인란트를 재무장(1936
년)한 것에 비견할 만한 현상의 변경이다.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기와 권력정치의 재현은, 달리 말해 치세의 쇠퇴와 난세의
재현은 그 자체로서 한국에 큰 어려움을 제기할 것이다.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앞세워
발호하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단군 이래 최대의
성세를 가능케 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붕괴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난세가 한반도의 위기로 인해 촉발된다면
정책 자율성의 약화나 경제적 타격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한민족에게 실존적 위협
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나아가 세계 속의 위상을 포함한
국가이익을 지키고 증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유감스럽게도 역대 정부는 지금
껏 대전략적 고려 없이 희망적 사고에 빠진 채 대증(對症)적 처방으로 일관하고 그럼으
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즉 ‘사드’(THAAD) 문제가 좋은
예다. 한반도를 넘는 사정거리를 가진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고 자위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하여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의 배치문제가 부상하자 중국과 내부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요청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 없고 따라서 결정한 바 없다’라는 ‘3 No’ 정책으로 얼버무렸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자 서둘러 배치하여 중국의 거센 반발과 경제제재를 초래했
다. 경제제재의 피해가 커지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해지자 사드갈등
을 서둘러 해결하려고 향후 군사적, 외교적 처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합의를 했다.
그 같은 행보는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결정적 패착(敗着)은 아니더라도 대국에 부담을
주는 실착(失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걸린 판돈이 나라와 겨레의 명운이라면 그 같은 실착을 반복할 수 없다. 지금은
긴 안목에서 큰 그림을 읽고 문제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온갖 개연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중심축으로서 거대전략(grand strategy)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여 추진할 때다. 이 글은 이처럼 엄중한 판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거대전략 또는 국가전략에 대한 단상(斷想)을 적은 것이다.1) 대전략은 큰 이야기다.
1) 후술하겠지만 ‘대전략’이나 ‘거대전략’은 grand strategy의 직역이고, 맥락에 따라 국가전략이라
고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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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만큼 복잡하므로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길지 않은 글이 많은 논쟁을 종합하
여 하나로 담금질해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도 논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대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다면 그것만으로 이 글의
목적은 달성됐다 할 것이다.

Ⅱ

이하 제 절에서는 국제정치적 혼돈시대를 국제정치이론의 논리를 빌어 조망하고

Ⅲ

조명한다. 제 절에서는 대전략의 개념과 접근방법,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제IV절에
서는 혼돈시대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제시한다. 제V절은 요약과
결론이다.

Ⅱ. 혼돈시대의 국제정치학
1. 현실주의의 난세 대 자유주의의 치세
국제정치, 곧 나라(國) 사이(際)의 정치는 여러 나라 혹은 국가가 병존(竝存)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국가는 주어진 영토 속에서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주장하므로
여러 나라를 단위로 하여 구성된 국제체계의 구조는 본질에서 무정부적이다. 그 무정
부적 구조 속에서 각 단위, 곧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생존을 유지하
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또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법은 존재할 수 없고 규범은
있어봤자 미약하므로 결국 각 국가는 자국의 힘, 무엇보다 군사력에 의존하여 생존과
이익을 추구한다. 삶과 죽음을 담보로 폭력을 수단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는 기본적
으로 권력정치(power politics)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그러니 주먹 센 나라가
최고다. 서양의 문헌에서 국제정치는 설사 한시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더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상태(state of war)로 규정됐다(Waltz 1979: 102). 그것
을 우리에 친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난세다. 현대 국제정치학의 ‘현실주
의’(Realism) 국제정치이론은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하는 난세의 이론이다. 길고 넓게
보아, 고대 그리스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처럼 그런 구조가 존재했을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현실주의는 국제정
치의 기초이론(default theory), 나아가 일반이론(universal theory)을 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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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채택된 주권 평등의 원칙이 1945년 유엔헌장에
서 재확인된 것처럼 지금의 국제정치는 예외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전형적인 경우라고
믿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길고 넓게 보면 그 같은 난세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국제정치의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여러 나라가 병존하면서 그들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인정한 봉건질서처럼 비(非)무정부적 질서도 없었던 것이 아니
며(Wight 1977) 무정부적 구조라도 모종의 질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
도 있다(Bull 1977). 그 같은 입장에서 근대 국제정치가 권력정치의 모습으로 전개된
것이 자연법칙이 아니라 역사적 우발성에 불과하므로 권력정치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곧 이상주의(idealism) 혹은 이상향주의(utopianism)다. 현실
주의에서 볼 때 그 이름 자체가 비아냥거림이다. 과학주의 또는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작금의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이상주의는 나쁘게 말하면 현실과 괴리된 몽상이고 좋게
말해도 과학이나 이론이 아닌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 근대 서양에서 발원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사상이 난세의 관행에 대해
치세의 한 이상향을 제공했다. 정치적 공화주의와 경제적 자유 방임주의의 성공에
고무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대안적 모습의 한 그림을 제공했던
것이다(Keohane 1990).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정은 평화애호적이고, 토지가 아니
라 무역이 부의 원천이 되면 평화를 함양하는 효과를 가지며, 그것을 세계정부는
아니더라도 국제법과 기구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항구한 평화를 구가하고 그럼으로
써 국제정치적 치세도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했다(Kant 1983; Russett and Oneal
2000). 그 믿음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 실천적 프로젝트로
전개되고 그와 더불어 현대 국제정치학이 시작되고, 그 처참한 실패가 실증과학으로
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득세를 가져왔다(Carr 1946).2)
흥미롭게도 난세의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가 이론적 독재를 누리던 시절 이상주
의/자유주의 국제정치 명제가 실천에 옮겨졌다. 근대 국제정치의 모델을 제공했던
서유럽국가들이 경제공동체, 나아가 안보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정치사
상을 경험적 국제정치이론의 지위로 올려 주었다(Baldwin 1993). 그리고 냉전의 해체
2)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영국 웨일스의 애버리스트위스 대학교는 국
제정치학과 창립 100주년을 기념한다. 2019년은 현대 국제정치학의 100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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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역사적 현실이 그 이론의 규범적 우위를 확인해 주었다(고 믿어졌다)(Fukuyama
1992).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제한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지만) 강대국들이 전면전을 하지 않은 ‘오랜 평화’(long peace)가 74년
째 지속하고 있다(Gaddis 1986). 그 평화 속에서 국가들이 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국제기구 속에서 국제분쟁을 따지며, 그 가운데 힘없는 나라도 주권을 유지할뿐더러
때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주장했다. 권력, 특히 군사력의 압도적 중요성이 줄어
들고 법과 제도의 역할이 커졌다. 난세가 걷히고 치세가 도래했다고 볼만하다.
모든 사회현상이 그렇듯 ‘오랜 평화’는 사후적으로(post hoc) 여러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다. 전쟁과 평화를 탐구하는 국제정치학이 온갖 학파와 유파로 나뉘어 서로
우위를 다투는, 말하자면 ‘주의(主義)의 전쟁’이 전개되는 지금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더욱 그렇다(Lake 2011). 국력과 그 분포구조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이론은 미국과
소련으로 이뤄진 양극 구조로 설명하기도 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국가가 세계정부
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여 무정부적 구조를 완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전자
는 왈츠의 이론이고 후자는 소위 패권안정이론이다(Waltz 1979; Keohane 1980).
혹은 힘의 표준을 결정하는 군사력에 있어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의 등장 때문일 수도
있다(Mueller 1988). 자유주의의 설명은 복합적이고 따라서 ‘세련’됐으나 동시에
군색하다. 산업화와 자유무역이 국가의 이익구조를 바꾸었고, 민주화가 그 이익구조
가 외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기구와 제도가 그에 따른 국제정치적
행태를 안정시켰다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제공하는 설명의 기본구조다.
그것이 군색한 것은 그 시작점에서 미국의 압도적 힘과 그 예외적 정치경제적 체제의
제1차적 역할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2. 난세와 치세의 특징
여기서 “주의의 전쟁”을 재론하는 것은 그것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난세와 치세의 특징을 추출하고 정리하여 뒤에서 논의할 대전략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무정부의 성격, 군사력의 효용, 권력의 행사 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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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정부의 속성
난세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무너질 때, 즉 무정부적 구조에서 초래된다. 현실주
의 국제정치이론은 주권국가 체계의 논리적 귀결로서 국제무정부를 전제하고, 그래서
난세를 전제한다. 난세의 무정부적 구조는 그 구성단위인 국가에 대해 두 가지 효과를
초래한다. 하나는(형사적 측면에서) 보호의 결여이고 다른 하나는(민사적 측면에서)
집행의 결여다.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니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기
(詐欺)를 처벌하지 못하니 약속이 효력 없다(Waltz 1979; Grieco 1988). 이처럼
안전을 제공하고 이익을 지켜줄 정부가 없으면 각 단위는 자국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그 힘은 주로 군사력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다자주의적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경우
적어도 집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Axelrod 1983; Oye 1986). 다수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상호주의적으로 협력할 때 비협력자는 협력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변수는 제도화의 정도다.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무정부가 상시(常時)적이고 그 효과도 상수(常數)라고 보지만
자유주의 이론은 설사 무정부가 상시적이라도 그 효과는 상수가 아니라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變數)라고 본다(Keohane 1990). 그리고 무정부의 양태
도 미성숙한(immature) 무정부와 성숙한(mature) 무정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Buzan 1991).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제도는 집행의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보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Mearsheimer 1994/95). 1919~39년 전간기에 입증
됐듯이 국제연맹/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 기제는 강대국의 도발에 무력하다
는 것이다. 예로 집단안보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는 적용됐으나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경제제재의 대상이 됐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력에
의한 영토변경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유엔헌장에 채택된 주권 평등과 영토적
일체성의 원칙은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 명분으로만 적용되던 것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규범과 제도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74년의 오랜 평화가 보여주듯이 강대국들 사이의
전면전은 여전히 금기다. 강대국 사이 전면전이 금기인 것은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곧 현대 군사력의 특징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현실이 권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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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2) 현대 군사력의 효용과 권력정치의 양상
난세와 치세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국력의 요소로서 군사력의 효용이다. 그런
데 20세기 후반 이래 군사력의 효용은 정치적 요인 이상으로 기술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감소했다. 첫째, 핵무기로 대표되는 현대무기의 파괴력을 고려할 때 국가 간
총력전을 염두에 둔 군사력의 효용이 매우 감소했다(Mueller 1989). 둘째, 국가들
사이의 경제, 기타 분야에서 상호의존의 증가로 군사력 이외의 방법을 통한 권력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일반화됐다(Keohane and Nye 1977). 경제제재가 후술하는 모
순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래서 2차 대전, 특히 냉전
이후 세계는 ‘오랜 평화’를 구가하는 가운데 군사력은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 몰라서 드는 보험처럼 됐고, 군사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보험료처럼 됐다.
실제로 냉전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규모( =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그에 따른 고가화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소했다.3)
특히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不用) 무기요 정치적으로 쓸데가
없는 무용(無用) 무기다. 군사적으로 볼 때, 핵무기는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을 상대로
그 위력을 과시한 이후 다시는 사용된 적이 없다. 이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1,000배 위력이 큰 수소폭탄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그렇게 됐다. 즉
이성적으로 고려하여 핵무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이 없어진 것이
다. 군사적으로 불용이 되니 정치적으로도 무용해졌다. 정치적 용도란 타국에 대한
공격을 협박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제, 심하게 말하면 공갈용과 상대
방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국인 미국은 1950년 비핵보유국이었던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막지 못했다. 2003년 사담 후세인의 사퇴를 강제하지 못해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해야 했다(Mueller 2018). 요컨대 핵무기는 타국의 선제 핵공
격을 억지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능만 남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적국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3)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5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GDP대비 군사
비의 비중은 1988년 평균 4.0%에서 2018년 2.6%로 줄었다. 또 안보환경이 열악한 한국, 대만,
이스라엘도 각각 4.3%에서 2.6%, 5.1%에서 1.8%, 17.5%에서 4.3%로 낮아졌다(SIPR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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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세의 권력과 치세의 권력: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난세의 권력 자원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군사력의 군사적, 정치적 효용성이 감소하면서 경제력이 새로운 권력수
단으로 크게 부상했다. 자고로 군사력을 지탱하려면 경제력이 필요했고 그 군사력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를 증진한 적도 있었다(Kennedy 1987).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
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제제재가 유력한 권력수단으로 떠올랐다(Baldwin
1985; Hufbauer 2008). 주로 미국이 빈번히 사용했는데, 2010년 중국이 동중국해
분쟁 때 일본에 희토류 금수 조치로 효과를 보더니 2016년부터 사드 문제로 한국에
한한(限韓) 조치를 했다. 2019년에는 일본이 과거사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한국
에 수출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처럼 그 정책 효과성의 문제,

① “경제제재는 통하지 않는다”는 통설

② 양날의 칼처럼 제재실행 국가에도 피해를 준다는

③ 정책과 무관한 무고한 일반 시민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④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원칙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널리 지적돼왔다. 그런데도 ⑤ 경제제재의 빈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점에서 합리성의 문제,

서 소위 “경제제재의 역설”이란 용어가 등장했다(김태현 2014).
조지프 나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치나 문화 등으로 상대방을 포섭하는 소프트파워와 대비시켰다(Nye 2004). 우리나
라에서는 흔히 실력(實力)과 매력(魅力)으로 번역된다. 마키아벨리와 같은 현실주의자
들은 실력은 나의 수중에 있으나 매력은 남의 심중에 있으므로 실력 없는 매력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옳은 말이지만, 매력 없는 실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의미의 권력은 본질상 오래가지 못한다. 자유를 추구
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저항받고, 나아가 반란을 잉태하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는
매력을 겸비한 실력, 사랑하여 저항하지 않는 권력, 자발적 복종을 가져오는 권력
등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소프트파워는 치세의 권력이다. 난세를
평정하려면 무력이 필요하지만, 무력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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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돈시대의 전망과 특징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의 국제질서는 국제무정부라는 난세의 기본구조 위에
미국의 힘과 정책이라는 정치적 변수, 기술발달과 산업화라는 경제적 변수, 이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된 세계화라는 환경적 변수에 따라 자유주의적 세계질
서의 치세가 세워진 형태였다. 그런데 미국의 상대적 위상의 약화와 세계화의 정치경
제적 부작용이 함께 작용하면서 그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 질서 속에서 자라나고
그것을 지탱해 온 여러 제도가 얼마나 견고한지가 향후 세계가 난세로 치달을지 아니
면 치세의 기조를 유지할지를 가름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논의되는 것이 민족주의적 포퓰리즘(polulist nationalism)이다. 즉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기저를 이루는 국제주의 원칙이 쇠퇴하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다시금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의 우려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파시즘, 나치
즘, 군국주의의 득세,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의 경험이 그 같은 우려를 고조시킨
다. 그러나 후쿠야마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자다(Fukuyama
2018). 우선, 인간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성찰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작다.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고해졌다.
nationalism은 과거에 흔히 민족주의로 번역되었으나 정확히는 다른 민족에 대해
내 민족의 차별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국가의 주인
이 국민임을 주장하는 국민주의(civic nationalism)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The Economist 2016).
포퓰리즘은 그처럼 국민 정체성이 강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자기파괴적 속성이 있으므로 지속하기 어렵다. 다만 같은 현상이 여러 나라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맞물려 외교적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조심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배경이 다르니 뜻의 적확성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혼돈’에 해당하는 영어단어는 chaos다.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바로 혼돈이론(chaos theory) 또는 복잡계이론(complexity
theory)이다(Jervis 1999; 민병원 2005). 혼돈상태에서는 “브라질에서의 나비 날갯
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키는 현상,” 소위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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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난세와 치세의 불안정한 균형이 작은 일에 의해 한쪽으로 결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에피담누스의 내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촉발했다. 사라예보
의 암살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 혼돈상태는 충격에 취약하다. 북핵 문제가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도 있다.
둘째, 현재 상황이 치세인지 난세인지, 아니면 그 분기점인지에 따라 미래 대한민국
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것은 결국 지금 시점의 대전략에 달려있다. 지금 시점이 세계가
법과 규범에 따라 움직이고 그 속에서 작은 나라의 삶이 보장되는 치세라면, 대한민국
의 대전략은 ‘편승’에 있다. 잘 나가는 나라와 손을 잡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안보는(군사대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에 편승하고,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
국에 편승한다’라는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이 그 같은 전략이다. 그러나 의존이
곧 자주성, 심하면 국권을 잃을 수 있는 난세라면 ‘균형’이 대전략이다. 작더라도
덜 위협적인 나라와 힘을 합쳐 더 큰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치세를 지향하되 난세를 대비하는 ‘헤징’(hedging) 전략이 방법이다.4) 한국의 대전략
은 무엇인가?

Ⅲ. 혼돈시대 대한민국의 대전략(I):
접근방법, 목표. 및 기본방향
1. 대전략적 사고와 접근방법
사실 대전략은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그것은 세계를 경영하는 강대국
을 위한 개념이어서 우리처럼 작은 나라와는 상관없다는 암묵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Neack 2014: 152).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두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190개가 넘는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은 군사비 지출로 본 군사력에서 세계 10위, 국내총생산으로 본 경제력에
서 세계 11위로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대전략을 전개할 역량이 있다. 둘째, 지역
4) 여기서 헤징 전략은 두 나라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식이 아니라 난세와 치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에 매진하여 위험을 배가하는 대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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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것처럼 지정학적 조건이 열악할수록 더욱 절박한 것이 대전략
이다. 강대국들은 실족해도 충격이 덜하지만, 노출이 심한 작은 나라일수록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5)
그렇다면 대전략이란 무엇인가? 대전략은 전술(戰術; tactics)과 전략(戰略;
strategy)에 비교되어 설명될 수 있다. 전술과 전략은 바둑이나 운동경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용어다. 전술은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병력을 운영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략은 그보다 커서 “전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전투를 운용하는 방책”을 말한다(Clausewitz 1976: 128;
Kennedy 1991: 1). 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작은 전투에서 패하기도 하고, 전쟁에
서 이기기 위해 일부 전투에서 패배를 자초하는 고육지계도 하나의 전략이다. 대전략
은 더욱 크다. 국가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전쟁과 평화 그 자체를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감수하는 것이 대전략이다. 따라서
전술과 전략이 전시의 개념이라면 대전략은 전시, 평시를 막론한 개념으로 단순히
군사를 넘어 외교를 포함하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 부분도 포괄한다
(Kennedy 1991; Brands 2014).6)
모든 전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가진다. 첫째는 추구하는 목표다. 둘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가용한 수단과 자원이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 또 서로 상대적이다. 양보할 수 없는 기본목표가 있지만, 그것은 여건에
따라 구체화하고 그 여건에는 가용한 수단이 포함된다. 수단의 종류와 사용 순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전략에서 추구하는 국가목표는 크고 장기적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평시에는 전쟁을 예비하고 전시에는 평화를 구상한다. 국가목표에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목표가 있고 특정 국가에 특화된 구체적 목표가
있다. 일반적 국가목표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가 국가 독립의 유지, 곧 존립(存立)이다. 존립은 하나의 주체로서 국가가 추구
하는 모든 가치의 전제다. 둘째는 더 넓은 의미의 독립, 곧 자주성(自主性) 혹은 정책
5) 1995년 세종연구소가 국가전략을 창간한 것도 같은 생각에서였다.
6) 전술과 전략을 구분하던 종래의 개념에 대전략이 추가된 것은 전쟁이 총력전으로 전개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널리 논의되기 시작했다. 20세기 대표적 전
략가인 리델 하트에 따르면 전략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대전략은 전쟁 이후 더 나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Hart(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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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확보다. 존립과 자주성의 차이는 전자가 질적인 개념이라면 후자는 양적인
개념이라는데 있다. 존립과 관련하여 국가목표는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자주성의
경우, 남과 공생하는 사회관계에서 100% 자주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큰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목표가 된다. 셋째는 국력/권력의 증진이
다. 질적 개념으로서 생존의 확률과 양적 개념으로서 자주의 정도는 국력에 비례한다.
나아가 권력이란 생존과 자주의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목표로서 가치가 있다. 모겐소(Morgenthau 1973)와 같
은 대표적 국제정치학자가 권력이 국가정책의 목표이고 그래서 국제정치가 곧 권력투
쟁이라고 한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다만 난세의 권력과 치세의 권력이 그 양태에서
다르듯이 국력의 개념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전략의 필수요소로서 수단도 바로 권력 또는 국력이다. 따라서 권력은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다. 문제는 그 권력의 개념이 극히 모호하고 그 현상이 매우 다양하여
쉽게 정의하고 정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난세와 치세의 구분에
서 핵심도 바로 권력의 양태에 있다. 즉 난세의 권력은 하드파워고 치세의 권력은
소프트파워다. 소프트파워 없는 하드파워, 또는 정당성이 없는 폭력은 지속하기 어렵
고, 하드파워 없는 소프트파워, 또는 실력의 뒷받침 없는 매력은 허망하므로 양자를
어떻게 배합하고 구사하여 권력효과를 극대화하는지가 치국경세술(statecraft)의 핵
심이다.
대전략적 사고의 특징은 장기적 목표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의 선택지로 거슬러
오는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적 접근법에 있다. 게임이론에서 도출된 개념
인 역진귀납법은 순차 게임에서 최종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에 이르는 그 이전 매
단계의 게임에서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미로찾기
게임을 예로 들 수 있다. 출발점에서 목표에 도달하려면 곳곳에서 막히지만, 도착점에
서 거꾸로 찾아가면 쉽게 출발점에 이르는 것이 미로찾기 게임이다. 전략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점에서 출발하여 나아가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다
보면 지향점을 잃은 채 대증적 처방에 급급하기 쉽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패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지향점을 분명히 한 채 그로부터 거꾸로 짚어 오는 것이 대전략적
접근법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추구하
기 위한 기본적 행동원칙을 연역적으로 내세운 다음, 그에 비추어 오늘날의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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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을 따지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2. 대한민국 대전략의 기본방향
(1) 국가목표: 존립, 자주, 국력
앞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확보,

① 질적 개념으로서 존립(存立)의

② 양적 개념으로서 자주성의 제고, ③ 존립의 확률과 자주성의 정도를 결정하

는 국력의 증진을 제시했다. 그것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나타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하는가?
첫째,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해는 내부적으로는 그 구성민족의 와해, 외부적으로
다른 국가에 의한 군사적 정복, 때로는 정치적 전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Buzan
1991).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에 대한 위협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다. 적화통일은 북한이 6·25전쟁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거나, 남한 내부의 정치적 공작을 통한 정부의 전복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둘째는 외세에 의한 정복이다. 치세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난세에는
흔히 있던 일이다.
둘째, 자주성은 국내정책에서 대체로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외정책에서
외국의 주장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 같은 자주성에
대한 제약은 주로 국력의 차이에서 온다. 국력에서 비대칭적인 국가 사이의 관계는
비대칭적 상호의존 혹은 상대적 의존으로 특징지어진다. 의존의 정도는 대체로 상대
적 규모에 비례하지만, 아울러 관계의 심도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가감(加減)된다. ‘주
변 4강’이 곧 세계 4강인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한국은 국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주변국의 간섭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게다가 분단과 대립으로 따른 미국과의 안보상
의 의존관계로, 또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심화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로,
사드 사태에서 보듯, 자주성의 훼손을 경험했다. 심지어 일본도 비대칭적 경제관계를
이용하여 정치적 갈등을 자국에 유리하게 풀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안미경중에 따른 한국 외교의 난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력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서로 전리
품으로 다투고, 카츠라-태프트 협약에서 미국과 일본이, 또 얄타회담에서 전승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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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때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연간 40조의 군사비와 65만
병력을 자랑하는 군사력은 북한의 백만 병력에 의해 중화(中和)되어 한반도를 뛰어넘
는 국제정치 공간에서 큰 자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능력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또 1조 5,000억 달러로 세계 11위
를 자랑하는 경제력은 대외의존이 심해서 사드 배치를 빙자한 중국의 경제압력에,
자유무역협정의 ‘개선’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압박에
노출되어 자산 못지않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잦은 안보위기로 인한 소위 ‘코리아
디스 카운트’에 따라 한국의 경제력도 저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약소국이
아닌 약소국’이다.

(2) 지향점: 통일
이상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의 대전략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남북분단이다. 분단으
로 인해 존립이 위협받고 분단으로 인해 자주성이 희생되며 분단으로 인해 국력이
저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전략의 ‘지향점’은 ‘통일’에 있다.7) 통일을
지향점으로 한다는 것은 통일을 국가정책 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다. 남북이 관련된 온갖 현안을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존립과 자주성, 국력과 같은
제1차적 목표를 증진하는 정책의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통일의 의미도 넓어지고 유연해진다. 북한이 한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리
하여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자주성을 희생하거나 국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으면
그것으로 좋다. 나아가 남과 북이 국력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면 더 좋다.8) 이렇게
볼 때 통일은 ‘분단 아니면 통일’과 같은 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절과 통합의 연장선
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양적인 개념이다.

7) 통일을 대전략의 ‘목표’에 포함하지 않고 ‘지향점’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통일은 존립, 자주, 국
력 등과 달리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특수한 목표다.
다시 말해 통일은 국가목표로서 존립과 자주, 국력과 비교하여 제2차적이며 굳이 따지자면 존립
과 자주성, 국력이라는 제1차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강하게 띤다.
8) 북한의 영토(약 12만 제곱킬로미터)는 세계 97위고 남한의 영토(약 10만 제곱킬로미터)는 세계
107위다. 둘을 합치면 세계 83위로 올라간다. 또 북한의 인구(약 2,500만)는 세계 50위고 남한
의 인구(5,000만)는 세계 27위인데 합치면 세계 20위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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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전략: 치세를 지향하며 난세를 예비한다
분단국으로서, 지역 내에서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그러나 세계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자란 대한민국에 이상적인 환경은 치세다. 치세 속에서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고 자주성이 제고되며 국력과 영향력도 극대화될 수 있다. 난세의 권력인 하드
파워를 증진하는 데는 규모와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치세의 권력인 소프트파워의 증진에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고 논리적으로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전략의 기본방향은 치세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
나 국가전략의 기본은 최악을 대비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곧 난세를 예비해야 한다.
치세를 지향하는 기본 전략은 소프트파워에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소프트파워가
권력이 표준이 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소프트파워의 증진에 노력한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협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외교를 펼친다. 개발과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국제레짐에서 주도적으로, 또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과 협력하여 국제통합과 협력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한다. 지난 정부들이 중견국 외교
를 추진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다. 동시에 그 같은 외교적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그 존재와 성격에 대한 국제적 인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둘째, 앞에서 분석한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전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지역적 차원, 즉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난세가 촉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난세의 특징은 힘이 법과 규범에 우선하는 권력정치, 그 힘이 제도를 통해 행사되는
소프트파워가 아니라 군사력/경제력을 앞세운 하드파워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이 약한 약소국의 이익이 희생되는 강대국 중심정치라는데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그로 인해 난세
가 초래된다면 그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셋째, 어쩌면 난세와 치세의 분기점에 있는 세계질서가 난세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사태 중의 하나가 북한 핵무장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한반도의 위기
다. 따라서 그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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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혼돈시대 대한민국의 대전략(2): 분야별 전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기본적으로 난세이고 일시적 치세의 흐름을 보이던
세계정치가 다시금 난세의 조짐을 보이는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적 자주성을 높이고,

① 그 존립의 확률과 ②

③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넓은 의미의) 국력을 증진하는

기본적 국가목표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단기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대전략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
어렵고 지역 정세는 난세로 흐를 것이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적 자주성
은 항구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는 존립을 확보하고 자주성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는 국가목표를 위한 전략의 방향을 단중기적 대북전략, 중장
기적 국방전략, 항시적 외교전략의 순서로 논의한다.

1. 통일과 대북전략: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사실로 구성된 북핵문제는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외교
안보문제를 지배해왔다. 수차례의 전쟁위기를 초래하여 남한의 경제를 뒤흔들고 북한
의 존망을 위협했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좌절시켰고, 지금
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다자적 경제제재로 북한 경제개발의 목줄을
옥죄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수준의 탄두,
그리고 그것을 미국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했다. 2017년의
첨예했던 안보위기는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
던 초유의 미북 정상회담으로 안정화됐지만, 2019년 2월 말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렬로 향후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짧게 다룰 수 없지만 여기서 대전략의 모색이라는 논문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방향만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앞에서 논의했듯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난세의 권력 자원
으로 치세에는 그 효용이 작아진다. 특히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
무기요 정치적으로 쓸데가 없는 무용 무기다.9) 둘째, 반면 치세의 한 표상이 된 비확산
9) 2018년 말, 유력한 시사지 Foreign Affairs는 “핵무기가 대수인가?”(Do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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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속에서 핵무기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라는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 현재 북한의 경제난이 바로 그
비용을 잘 보여준다. 즉 북한은 쓸 수도 없고 쓸데도 없는 핵무기의 개발을 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을 치렀고 치르고 있고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의 비핵화 ‘결단’은 합리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 ‘결단’을 다잡고 다독이
면 북핵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는 개인과 체제에 깊이 내재한 상호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이 잠정적이고 국제사회 또한 그 결단을 다독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김정은의 대전략은 소위 “핵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고 선대와의 차별성을 염두에
둘 때 경제발전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상호모순이다(황지환 2014; 강채연
2018). 북한의 경제발전은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이윤을 찾아 투자할 때만
가능하다. 그 경제 주체들은 투자금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리고 그 투자부터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전한
일원이 되지 않으면 그런 확신과 기대가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온전한 일원이 되기는 쉽지 않다. 오랜 고립
에 따른 내부적 요인 말고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전과자’
에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인간사다. 앞으로 미국
과의 합의를 통해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검증’의 문제로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취해야 할 길은 획기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의 초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유 핵무기의 ‘전량’을 신고하고 그중 절반을 해외반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국제조약으로 담보될 때 나머지를
해외반출함으로써 ‘정상국가’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10) 그렇게 되면 설사 일부

Matter?)라는 특집을 실었다. 뮐러(Mueller) 교수가 선도 논문에서 핵무기의 불용성과 무용성에
대한 예의 주장했는데, 같은 특집의 다른 논문들은 그 주장을 결정적으로 논박하지 못했다
(Mueller 2018).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편집자 존 메클린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다(Mecklin 2018).
10) 따라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빅딜’을 일단 수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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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정상국가’로서 북한은 그 사실을 공표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것을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용할 수 없다. 북핵‘문제’는 그렇게 ‘해
결’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진배없다.
남북 주민의 의지에 따라 법률적인 통일의 길도 열린다.

2. 생존확보를 위한 국방전략: 비공격적 방어(non-provocative defense)
태세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현재와 미래가 난세이든 치세이든 한반도가 영토 크
고, 인구 많고, 부유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은 변함이 없다. 그
지정학적 조건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카츠라-태프트 밀약이
있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때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던 것은 약육강식의 난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혼돈시대 우리의 국방전력은 너무
약해도, 너무 강해도 안 된다. 너무 약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역사로 증명됐다.
너무 강해도 안 된다는 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안보 딜레마 속에서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한 결과 지금의 치세 속에서
과대무장한 나라가 됐다. 만일 지금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한국은 병력으로
만 따져 160만대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 된다. 게다가 핵무기까지
보유했다. 그토록 막강한 군사력은 스스로는 든든할지 몰라도 남에게는 위협이다.
난세의 국제정치에서 우적(友敵)을 가르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힘이다.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 잠재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은, 나아가 통일 과정은 획기적인 군비축소를 동반해
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국방태세는 남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침공 의지를
억지할 수 있는 ‘비공격적 방어’ 태세이어야 한다. 비공격적 방어태세란, 스위스의
그것처럼,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자제하면서 적의 침공은 확실하게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슴도치 전략이며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응징에 의한 억지’가 아니라 ‘거부에 의한 억지’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Snyder 1960).

24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3호

여기서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미동맹과 핵무장의 문제다. 현대무기의
첨단화, 고가화 추세 속에서 든든한 동맹과 핵무기의 보유는 가장 값싸고 확실한
억지 수단이다. 그러나 늘 상대가 있고 그로 인해 의도와 달리 타국을 자극하는 안보딜
레마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고려한 신중한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
다. 첫째, 동맹은 상대적으로 값싼 안보수단이지만 늘 방기와 연루의 위험성이 있다
(Snyder 1984). 한미동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
에서 그 성격을 한편으로는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확대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무장의 경우 그 군사적 불용성과 정치적 무용성, 나아가 외교적,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택할 바가 아니다. 한국의 전략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비핵의 기본태세를 유지하되, 국제정치가 걷잡을 수 없이 난세로 치달으면 단기간에
핵무장을 갖출 수 있는 기초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원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능력을 고려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3. 자주성 제고를 위한 외교전략: 복합적 균형외교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주변 4강’이 곧 ‘세계 4강’인, 강대국에 포위된 중소국의
위치다. 자연히 규모가 월등한 이웃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규모가 불균등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본질에서 불균등하기 마련이다. 그
불균등한 관계는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을 낳고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은 일방적 권력
관계로 전개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 즉 중국과의
사드갈등,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 일본의 수출규제가 바로 그런 상황을
웅변처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한국은 다변(多邊)화, 다원(多
元)화, 다자(多者)화, 다층(多層)화를 통해 복합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1) 다변화
다변화란 국제 관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한 나라의 관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한 나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굳이 그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확대하여 그 나라의 상대적
비중을 줄이면 된다. 그렇게 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보다 시급했던 것은 한일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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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정이었다. 또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의 다변화 정책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방향이다. 정책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다원화
다원화란 국가 간 관계를 여러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정치, 군사, 경제 등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국민의 삶에 따라 사회문
화, 과학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규모의 차이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불가피하게 불균등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작은 나라도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관계에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분화한 각 분야의 질적, 양적 의존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사이에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계를 시도할 때 양적 불균형이 정치적 권력관계로 전개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다.

(3) 다자화
다자화된 국제관계는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 두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는
그것은 힘이 아니라 규칙에 기초한 국제관계라는 점이다. 다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려
면 상황에 따른 편의적 합의가 아니라 사전에 마련된 규칙에 따른 행동원칙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Ruggie 1993). 둘째는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이다. 불평등한 국제정치에
서 상대적 약소국이 그 입지를 높이고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간 연대인데
그것이 바로 다자적 관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4) 다층화
지역 내부에서 상대적 약국이자 세계적 차원의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주요 축의 하나는 소프트파워의 증진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계적 차원의 중견국 외교
외, 다양한 양자적 관계에서 다층화된 공공외교를 통한 소프트파워 증진에 노력한다
(김상배 외 2013). 한 나라의 소프트파워, 곧 매력(魅力)은 그 나라를 보는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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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시각이 호의적일 때 발현한다. 그 호감을 사는 것은 정치지도자, 외교관,
연예인만이 아니다. 그 나라에 진출한 기업인, 그 나라에 거주하는 교민의 일상적
행태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공공외교는 외교 대상의 다층화만이 아니라 외교 주체의
다층화도 포함한다는 점에 착안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4. 국력, 특히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한 외교태세
소프트파워는 또한 그 나라의 품격, 즉 국격(國格)에서 우러러 나온다. 그리고, 개인
의 품격이 그의 일상행동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의 품격도 그 나라, 특히 정부가 일상적
인 외교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곧 외교태세(diplomatic posture)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액슬로드가 선의의 상호주의전략 곧 Tit-For-Tat(TFT) 전
략의 장점으로 분석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Axelrod 1984; 세종연구소 2007).11)
그에 따르면 TFT 전략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선의(善意)성이다. 일단
협력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호함이다. 상대방의 배반은 바로 배반으로 응징
한다. 셋째는 너그러움이다. 상대가 협력으로 돌아서면 바로 협력에 나서기 때문에
말하자면 뒤끝이 없다. 넷째는 명료함이다. 누가 봐도 행동원칙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태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의성, 즉 보편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단호함, 즉 가치와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응징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절제, 곧 상대방의 도발에는 단호하되 등가성과 일회성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확전을 삼가야 한다. 넷째, 일관성이다. 이와 같은 외교태세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때 국격에 대한 남들의 인정이 쌓이는 것이다.

11) TFT 전략이란 반복되는 협력과 배신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
에서 첫 만남에서는 협력으로 시작한 뒤, 다음부터는 상대가 그 전 게임에서 한 선택을 하는 것
이다. 곧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상호주의 전략인데, 1대1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배반에도
큰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함이 있고, 다자적인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꿀벌과 같은 동물의 형태에서, 또 영화 ‘고지전’과 같은 적대적인 상황
에서 나타나는 협력의 양태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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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대한민국은 주변4강이 곧 세계4강인 속에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지정학적 조건과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세계를 무대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지경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선진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여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최대의 성세를 구가
하고 있다. 그를 위한 국민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 성취가
2차대전 이후 대세가 된 국제정치적 치세, 즉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덕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각국에서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이 발호하면서 그 치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과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일본과 러시아의 현상변경 추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제정치적 난세의 재현을 우려할 정도로 외교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의 시대를 치세와 난세가 혼재하는 혼돈시
대라고 규정한다.
혼돈시대에는 일상의 흐름에 방향성을 점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지향점과 목표에
서 출발하여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전략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혼돈시대에
방향을 잃고 대증적 행보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은

① 생존의 확보, ② 자주성의 제고, ③ 국력의

증진으로 대표되는 대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 목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통일을 지향점으로 삼아

① 대북, ② 국방, ③ 외교 등 분야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제정치의 일상을 관리함으로써 치세 속의 중견국의 입지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기본적 문제의식 위에
대한 정치적 해결,

① 북핵문제에

② 비공격적 방어태세, ③ 복합적 균형외교, ④ 국격의 증진을

위한 외교태세를 제안한다.
투 고 일: 2019.08.10.
심사완료일: 2019.08.23.
게 재 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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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nd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haotic Age
Tae Hyun Kim

The world today can better be called in the state of chaos, where elements
of the state of war and those of the state of peace coexist. Despite the old maxim
that the state of nature among states is the state of war, the world has long enjoyed a state of peace in the form of liberal world order. Then the old specter
of the state of war has been resurgent. The U.S. and China are involved in a trade
war, potentially a form of the Thucydides trap; the revisionist powers are increasing in numbers, and even presumably status quo powers such as the U.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are behaving in revisionist fashions.
Given that South Korea’s phenomenal rise to a global status has benefited
from the liberal world order, it is a high time for ROK to re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me up with a grand strategy so as to sustain the liberal order on
the one hand, and prepare for the worst on the other. Managing and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takes the highest priority, but its process and end
results should be forged so as to pave a way to a unified, if de facto, Korean
nation with (1) a military strategy and capability of non-offensive defense, (2) a
foreign policy strategy toward a complex balance among states and regions, and
(3) respectable diplomatic posture as a global middle power.
Keywords: The Chaotic Age, The State of War, The State of Peace, Grand Strategy,

Korea, Diplomatic Posture, Middle Power Diplom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