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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대가 마주할 미래 사회 메가

트렌드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안보환경을 전망하는 것

에 대하여 중요한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오늘날 동북

아질서는 잠재된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해 안보의 불

확실성 및 분쟁가능성이 지속되며 주요 국가들 간의 군

사적 영향력 확대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군비증강 및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

다.

특히, 세계질서는 미국이 외교·군사·경제 분야를 주

도하는 가운데 초강대국의 지위에 대한 영향이 지속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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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안보전망

Changes in the Paradigm of Future International Order and Prospects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웅*, 정민섭**, 박상혁***

Woong-Lee*, Min-Sub Jung**, Sang-Hyuk Park*** 

요 약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자원 감소 및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실적 위협으로 직면해 있는 환경

에 처해있다.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군사적 관점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및 국제기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반영하여 미래 육군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주류 관점(현실주의, 자유주의)의 인식 방향을 살펴보고, 국제질서

이론 및 전망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군 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군사적 합목적주의에 입각하

여 한반도 미래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한다.

주요어 : 미래, 국제질서, 패러다임, 한반도, 안보

Abstract Currently, the nation's military is facing a real threat due to a reduction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shorter service periods. Based on the military view that puts security first, the military tried to draw its 
impact and implications on the future army by reflecting the general objective content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share. In other words, this study 
looks at the direction of the perception of mainstream perspectives (realism, liberalism) on international order, 
and presents the direction and framework for establishing future security strategies for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military relevance that reflect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rganizations contributing to 
national security on the theory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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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한반도는 종교 갈등·테러·사이버 위협·감염병·

재난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더욱 다양화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안보 위협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안보 지형에 놓일 것인지를 예

측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우리의 미래 안

보전략을 수립하는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

인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군대가 직면한 현실을 국제질

서 이론에 대한 관점(Point of View)의 현실주의, 자유

주의 이론을 고찰하며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군사적 관

점에 따라 미래 한반도 안보전망에 대해 대외적 측면인

동북아시아(중국, 일본)와 대내적 측면 한반도 질서 관

점에 대해 안보 패러다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 한반도 안보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

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국제질서의 諸 관점

1. 현실주의

현실주의는 현재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환

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현실주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국제 정치에 대한 주요한 관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감정, 규범, 국내정치, 제도 등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인식하지만 ‘권력’을 정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주의에서는 권

력을 주로 물질적인 용어로써 정의하며, 정치를 이해하

는 열쇠는 누가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통해 무엇

을 할 것인가를 식별하는데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며, 약소국은 강대

국의 행동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가는

안보에 대한 관심을 경주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경

쟁을 하는 경쟁이 강하다. ‘강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반면, 약자는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

는 투키디데스의 언급은 이러한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

다. 안보의 가치를 인식한 주요 국가들은 그들이 지역

내에서 유일한 강대국(reginoal hegemon)이 되고자 하

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재래식 공격 가능성을 낮추고, 타

국으로부터의 압박 및 강압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른 강대국 간의 연합관계가 형

성됨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 패권은 달성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현대사에서 오직 미국만이 유일한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누렸는데, 이러한 미국 조차도 다른

주요 강대국이 비슷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막

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과거 사례(제1

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등)를 통해 알 수 있다.

2.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관점은 미국의 주도로 인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사건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를 개방, 지역 및 글

로벌 기관들을 설립, 다양한 정치적 가치와 인권을 확

산, 일련의 지역 안보 질서를 수립하였다. 즉, 경제, 정

치, 안보 분야에 있어 상호의존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

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작동해온 주권 국가들간 협력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동아시아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질

서가 형성된 두드러진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일본

과 한국에 대해 무역, 제도, 동맹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

내정치에도 민주주의적 질서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은 세계대전에

서의 패배를 경제발전과 바꿀 수 있었고 한국은 ODA

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1990년대 이후, 미국과 그 동

맹국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관여정책을 통해 자유주의

적 세계체제의 이해 상대자가 되도록 유도하였으나 경

제적 관여를 통해 자유주의적 질서를 공유시키고자 했

던 시도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가정(중국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은 다소 모

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지배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유화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동안 이

루어진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의 실패를 논하는 것은 인

과관계의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이 존

재하며[1],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중 패권

질서’로서의 동아시아의 현실은 그 자체로 변화의 결과

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질서 하

에서의 제약은 여타의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

는 상호의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

요가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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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 세계질서 및 동북아 전략균형 분석

탈냉전 이후, 미국은 외교·군사·경제 분야에서 초강

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2], 신흥 경제대국의

등장, 비자유주의 세력의 부상[3], 정보화에 따른 비국

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세력화 등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몽(中國夢)을 표방하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

는 주요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4], 2050년 세

계의 경제 규모는 다음 그림 1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PwC, The Long View(2017).

그림 1. 2050년 세계 GDP 예상 순위
Figure 1. World GDP forecast rankings for 2050

하지만, 국력은 단순히 경제규모의 순위만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력, 군사력, 무형국력(soft

power)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과학기술력 수준(세계 1위)은 중국(6

위)에 비해 뛰어나고[5], 군사비 지출은 중국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형국력 또한 미국(4위)이 중국(27위)

에 비해 우세하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축적한 국

력의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미국은 현재

의 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제정치

및 경제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아시아·태평양 지

역이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2050년대가 되면 인구대국 10개 중 5개(인

도,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아시아

국가들이 될 것이며, 국민총생산량(GDP) 상위 10개국

중 4개(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도 아시아 국가들

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4], 2050년 주요 국가들

의 인구 및 국내 총 생산량(GDP)추정은 다음 표1과 같

다.

표 1. 2050년 세계인구 및 국민총 생산량(GDP) 추정
Table 1. GDP Estimation of World Population and Gross
National Product in 2050

구분 인 구(명) GDP(10억 달러)

1위 인 도(17억) 중 국(58,499)

2위 중 국(13억) 인 도(44,128)

3위 나이지리아(4억) 미 국(34,102)

4위 미 국(3.9억) 인도네시아(10,502)

5위 인도네시아(3.2억) 브라질(7,540)

6위 파키스탄(3억) 러시아(7,131)

7위 브라질(2.3억) 멕시코(6,863)

8위 방글라데시(2억) 일 본(6,779)

9위 콩고민주공화국(1.97억) 독 일(6,138)

10위 에디오피아(1.9억) 영 국(5,369)

출처 : PwC, The Long View(2017).

1. 중국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 경제 성장, 군사력 증

강을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과 주변

국과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경제 성

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빈부 격차 심화와 신장·위

그루·티베트 등 주변부의 분리 독립 활동 등 내부 불안

정 요인이 상존할 것이다[9].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夢)’이라는 국가전략을 군

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

을 목표로 국방 및 군사 현대화 건설(강군夢) 등을 대

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0].

중국은 2016년 중앙군사위원회 상부 지휘구조를 조

정하고,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였으며, 육군지휘

기구,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를 신설하는 한편 군사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11]. 더욱이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에 따른 중국의 제1, 제2 도련선

전략 개념은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간주하고 있어 향

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 발생 시 한국의 영토 주

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동북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안정과 평화유지

를 원칙하지만 지역 내 불 안정사태가 중국의 국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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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된다면 군사적 압박과 물리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을 제시하

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출처 : 월드스토리(2020).

그림 2.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
Figure 2. China's Anti-Access and Regional Denial (A2AD)
Strategy

2. 일본

일본은 미일 군사동맹을 보호막으로 활용하여 군사

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대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자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확장하거나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갈등

또한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평화

헌법 조항 9조를 재해석하였다. 또한, 미일 공동작전 가

이드라인을 2015년에 개정을 하여 미군의 전력투사 시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계

속해서 군사 강국을 추진하고 있다[12].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해양 국가이면서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원료를 수입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군사 강국을 위한 보호막으

로 지속 활용하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겪지 않기 위

해 미국과 전략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주변국과의 교

류 및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간

의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북한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개발해왔으

며, 이를 대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핵·경제 병

진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화 의지를 피력하였다[13]. 2018년 4월 남·북간 판

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남·

북·미 3자간 긴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미·북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록 2019

년 6월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협상의 불

씨는 살렸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는 등 북한

비핵화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다만, 북한 비핵화

여부에 따라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

과 같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및

미·북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북한의 경제개발이 진

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는 평화체제와 평

화통일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14].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및 미·북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북

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

른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또한 북한 지도부에 의한 위기관리가 실패한다면

북한 내부의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불

안정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한반도 주

변 4강이 자국의 이익이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를 위해 상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북한은 또 다

른 전략적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군사·안보측면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다각적인 관점(Point of View)에

대해 미래 세계질서 및 동북아 전략균형에 대해 논하였

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요지로 첫째, 향후 세계질서는

미국이 외교·군사·경제 분야를 주도하는 가운데 초강대

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현재 및 근미래의 모멘텀이 지속

될 것이고, 영토 및 종교 갈등·테러·사이버 위협·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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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난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질서는 잠재된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

해 안보의 불확실성 및 분쟁 가능성이 지속 될 것이며,

특히 주요 국가들 간의 영향력 확대와 미래 전장 환경

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비증강 및 군비경쟁

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질서는 향후, 북한의 핵 보유 여부가

변수로써 작용할 것이며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재구

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위협은 비 핵화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이전까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

세가 변화되더라도 오랜 한·미 동맹의 역사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한

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미국은 국제질서가 다극화됨에 따라 우리나

라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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