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1)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 코로나19의 국제정치
코로나19의 충격 속에 ‘지구화’호가 멈춰 섰다. ‘지구화’의 이데올로기였던
신자유주의가 코로나19의 위세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
키신저를 비롯한 많은 논자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가 도태하고 ‘닫힌 성
곽의 시대’가 도래하여,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2) 사라질 듯 보였던 국가가 돌아오고 있으며,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3)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국가’다.
조짐은 코로나 이전부터 보였다. 코로나19는 지구화의 역류가 본격화하던 시
점에서 발생했다. 탈지구화를 가속화하고 국제레짐과 규범이 약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월 28일 트럼프의 브리핑 발언(“This is going away. I want to go back
to where it was.”)에서 나타나듯, 기존 질서로의 복귀를 바라는 열망에도 불
구하고. 세계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근현대 국제질서의 기원이 되었던 유럽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

도구는

탈지구화(Deglobalisation),

국가의

귀환(Nation-first

politics), 국경의 강화(Tighter borders)다. 세 가지 경향의 가속화가 근대 유
럽 국제질서의 종착역으로 보였던 EU마저도 해체할 수 있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4)
이미 지구화는 고장 난 상태였지만, 이제 확실히 지구화에 이별을 고해야 한
다는 주장(Goodbye Globalisation)은 더욱 결연하다. 우리가 할 일은 지구화
에 이별을 고하고(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해야 한다

1) 미완성 원고입니다.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Henry A. Kissinger,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20.
3) 김준형, “Covid 19와 국가의 귀환” ; Joseph E. Stiglitz (eds), How the Economy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Foreign Policy. April 15, 2020.
4) Charles Grant, How Coronavirus is reshaping Europe in dangerous ways, May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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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언은 비장하기까지 하다.5) 지구화와의 이별은, 지구화주의자에게는 고통
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희망이다.
2. 탈지구화와 국가의 귀환
대표적인 현실주의자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에게 국제정치의 본질은
크게 변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팬데믹 속에서 국가는 비상조치를 통해 내셔
널리즘을 강화할 것이며, 위기가 사라진 뒤에 새로 얻은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
려는 국가들로 인해, 우리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6)
그런 상황에서 21세기 초 세계를 규정했던 지구화로의 회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코로나19의 대응이 각국 정부와 기업, 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개별 국가들이 지구적인 경제통합에서 오는 공통의 이익을 지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가운데, 지구적인 경제적 거버넌스가 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는 지구화 종언을 확인하는 마지막 한 획이 될 수 있다.7) 대신 ‘거대
정부의 진격’이 회자되고 있다.8)
지구화의 종언이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재생을 주장하는
논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의 대표 주자인 아이켄베리
다.9) 민주주의의 위기에도, 그 재생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그는, 단기적으로는
내셔널리즘의 강화, 강대국 대립, 전략적 디커플링 등이 나타날 것이지만,
1930년대와 40년대에 그랬듯이, 천천히 흐르는 역류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벗어나서 개
방적 전후 질서 안에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초기에는 개
별 국가들이 국가 우선주의(내셔널리스트)로 대응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 보호적 국제주의를 찾아 민주주의가 재생되어 나올 것
이라는 것이 그의 희망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추세를 거슬러,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재탄생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아이켄베리의 희망적 사고
의 역설적 결론이다.
5) Leaders, Globalisation unwound: Has covid-19 killed globalisation?, May 14, 2020.
6) Stephen M. Walt. “A world less open, prosperous, and free.”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3/20/world-order-after-coroanvirus-pandemic/)
7) Robin Niblett, The end of globalization as we know it.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8) “거대정부의 진격, 악수의 종말. 코로나 이후 달라질 10가지”, 조선일보, 2020.4.21.
9) G John Ikenberry, “Democracies will come out of their shell,”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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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귀환이 무정부적 국제질서의 도래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즉 뉴노멀
(New Normal)에서 뉴오더(New Order)로의 가능성을 점치는 논자들에도 귀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메논(Shivshankar Menon)은 민주주의와 자립을 일
국적 수준에서 강조하는 것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동시에 바꿀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도와 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수준에서 공동대응을 모색했던 데에
서 희망의 사인을 보고 있다.10)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귀환과 동시에, 또는 국가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외교
가 실종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현상은 지구화의 역설이기도 하다. 지구화가
멎자 외교도 같이 정지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11) 가령, 3월 26일의 G20
화상 정상회담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대응하자는 성명이 발표되었지만, 구
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 공허한 내용이 되었다. 3월 25일의 G7 외상회담
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차이나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표현에 집착하면서,
공동성명도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보이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외교는 휴지기에 들어가 있다. 유럽의 남북대립이 전형적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자금 확보를 위해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활용이나,
코로나채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국 부담 증대를 우려한 독일과 네덜
란드가 반대하면서, 결국 개별 국가 단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연
대는 존재하지 않는 동화였다.”12) 유럽에서 생긴 외교 공백의 틈새에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스크 외교’로 선도
하며 ‘건강 실크로드’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외교는 있지만 외교적 성과는 의문인 상황이다.
3. 유럽과 미국의 실패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들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다.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앞에서 국가 리더십과 정책 능력의 부족, 국가 시스템의 취약성, 시
민사회의 역량과 공감대 부재를 드러내며 실패국가로 전락했다.13)
5월 18일 02:00 GMT 현재, 세계 총 확진자수는 4,801,875명이고 316,671
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미국이 확진자 1,527,664명, 사망자 90,978명으로
10) Shivshankar Menon, “This pandemic can serve a useful purpose,”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11) 薬師寺克行, コロナが外交の世界にもたらす深刻な帰結, 東洋経済 On line. 2020.4.21.
12)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13) 이용욱, “코로나19는 국제관계에서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인가, 미 금융권력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여시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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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고, 다음으로 확진자 수로는 러시아가 281,752명으로 많지만, 사망자는
2,631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사망자 수로 보면, 독일을
예외로(8,049),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2만
5천 명에서 3만 5천 명 사이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들로 간주되고 있다.14)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외교가 정지했다. 외교의 정지는 외교라는 국가행동
을 고안해 낸 유럽과 미국의 실패를 상징한다.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에서 실패했고, 외교에서 실패했다. 유럽과 미국의 실패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의 기능부전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국가들은 국제무대 현안보다 자국 국경선 안의 문제에 더 집중
하게 될 것이다. 외교가 내정이고 내정이 외교였던 시대를 마감하고, 외교보다
내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적 초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은 축소될 것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미중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유럽의
통합과정은 약화될 것이다.15)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5억의 시민들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브뤼셀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실패는 현재의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해야 할 워싱턴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6) 유럽연합 정부는 축소되고, 미 연방정부는 무기력하다. 코로
나19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새로운 안보전략, 즉 강대국 경쟁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부적절했음을 증명했다. 그 결과, 미국이 강대국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홀로 행동해서는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뿐더러, 세계를 만들어가는 전략에 미국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7)
미국의 실력과 위신은 화웨이 사태로 더 여실히 드러났다. 화웨이 제재 요구에
전면 동참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미국의 실패를 웅변하고 있다.
급기야 미 상무부는 5월 15일,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게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번 조
치가 미국 수출규제를 허물려는 화웨이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자신하
는 듯하다. 화웨이는 반도체 없이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화웨이에게는 충격
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곧바로 초강경 대응
태세를 보였다. 화웨이 제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곧바로 보복조치에 나서겠다
14) 상대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은 유럽에 비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중국
은 확진자 82,954명에 사망자 4,634명. 일본이 확진자 16,285명에 사망자 744명, 한국이 11,065명에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되었다.
15) Richard N. Haass, More Failed States,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16) Nicholas Burns, In Every Country, We See the Power of the Human Spirit,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17) Joseph S. Nye, Jr. American Power Will Need a New Strategy,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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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화웨이를 치면 애플을 치겠다는 것인데, 애플 외에도 퀄컴, 시스코,
보잉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건
도 또 한 번의 ‘장군 멍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지도
국가로서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지경이다.18)
미국이 지도국가의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키쇼어 마부바니는 지구화는
지속될 것으로 믿는다. 팬데믹이 이미 시작된 변화를 가속화할 뿐이라는 명제
를 공유하면서도 마부바니에게 새로 시작된 변화란 지구화다. 그리고 팬데믹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미국 중심의 지구화에서 중국 중심의 지구화로의 변화다.
미국이 지구화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중국은 과거 실패의 원인이 세계와의 단절
을 안락함으로 느꼈던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의 과거 몇 년 동안의
성공은 지구적인 관여의 결과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19) 그러나 중국판 지
구화는 장기과정일 뿐, 당장의 현실은 아니다.
4. ‘미중 세력전이’라는 신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지구화의 역류가 가속화된다면, 지구화의 역류 속에
서 진행되던 미중 세력전이도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미일동맹에 올인하던 일본의 전략가들과 국제정치
학자들이다.
팬데믹은 미중이 경제전쟁, 군사적 갈등에 더해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양상까지 보이는 신냉전 입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코로나19 통제에 먼저 성
공한 중국이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와중에 트럼
프 정권은 실책에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리더십의 정통성은 미국 국내정
치, 글로벌한 공공재의 제공, 국제적 위기 대응 능력과 의도 등에서 나오는 것
이었는데 트럼프 정권은 이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
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의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
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전략가들은 당혹해 하는 것 같다.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오
하라 본지(小原凡司) 연구원은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가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더 크게 가지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생
각에 중국과의 과도한 긴장은 회피하려 한다고 분석했다.20) 미중 세력전이가
18) Kori Schake, The United States Has Failed the Leadership Test,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19) Kishore Mahbubani, A more china-centric globalization,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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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지원은 형식
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 하에 놓이는” 대만화의 위험이
다.21)
그러나 중국의 한계도 명확하다. 중국의 전방위 외교전, 특히 ‘건강 실크로
드’에 대해, 받아들이는 국가나 지역에서 비판이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다. 스페인, 터키,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제 마스크와 검사키트 등 의료품이 품
질불량으로 회수되는 일이 있었으며, EU의 조셉 보렐(Josep Borrell) 외무안보
정책 고위 대표 겸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의 프로파간다 외교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관대함의 정치(politics of generosity)’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지정학적 의도에 대해 여러 곳에서 경고가 들려
온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도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왜곡과 프로퍼간다
에 대항할 필요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대중정책도 내부 실상을 보면, 강경일변도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보
인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지난 3월 24일 짐 뱅크스(Jim Banks) 공화당 의원과 세스 몰튼
(Seth Moulton) 민주당 의원이 중국의 코로나19 감염확대 책임을 묻는 초당
파 결의안을 하원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인종차별을 격화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쪽은 후퇴했으며, 오히려 민주당의 그레이
스 멍(Grace Meng) 하원의원이 반아시아적 감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하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당 138명 의원, 공화당 1명이
공동제출자로 결의안을 지지했다.
또한 워싱턴의 외교논단에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한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 경향의 외교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대응을 비
판하면서도, 트럼프 정권의 미국 제일주의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22)
또 트럼프의 중국 비난과는 결이 다른 미국의 외교 퍼포먼스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백악관과 행정부의 차이는 미국의 대중외교를 강경책 일변도로 해
석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국무성은 2월 7일 시점에서 17.8톤의
의료기자재(마스크, 가운, 거즈, 인공호흡기 등)를 중국에 기부했다. 또 국무성
은 대외원조청(USAID)와 함께, 중국을 포함해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20)

小原凡司,
コロナウィルス感染拡大を巡る米中政治戦と国際秩序への影響,
笹川平和財団,
https://www.spf.org/spf-china-observer/document-detail025.html
21)
川上高司,
コロナ禍で変わる世界秩序、日本「台湾化」の恐れ,
Reuters,
2020.4.7.
https://jp.reuters.com/article/opinion-takashi-kawakami-idJPKBN21P06J
22) 森聡, 新型コロナウィルス禍と当面の米中関係, SPF, 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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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의 원조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외원조청
은 이미 25개국에 3,700만 달러 분량의 의료용 방호복 등의 원조를 실시한 바
있다.23)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이미지, 중국 때리기에만 눈이 가 있으면, 미
국 외교의 실상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경제적 대립이 군사적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래서 현실의 미중 대립은 경제적 대립보다도 심리적 생리적 대
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24) 기껏해야 미중 간에는 ‘내러티브 전쟁(the war of
narrative)’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25) 유럽-미국의 실패가 중국 모델의 우
월성을 보여주는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26) 앞에서 이미 확인했듯
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모델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경계심이 높
다.27) 그렇다면, 실체를 동반하지 않는 내러티브 전쟁에 휩쓸려 다닐 이유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힘은 약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대체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중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레짐을 창출하는 지도
적 지위를 가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5. 코로나19 시대의 동북아시아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도 제3국의 입장에서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코로나19
가 미중 무역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를 더 오래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피해가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0년
의 2019년 대비 GDP는 미국이 –8.2%, 중국이 –4.9%였다. 코로나 사태 직후
부터 지속되고 있는 석유가격의 폭락도 미국의 에너지 우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위기 대응에 몰두하고 있어서 무역전쟁을 격화시키
23) U.S. Dep. of State, “The U.S. Announces Assistance To Combat the Novel Coronavirus,”
; USAID, “Statement by USAID Administrator Mark Green on the Commitment of $37
Million in Assistance to Respond to Novel Coronavirus Covid-19,” 2020.3.1.
24)
船橋洋一・細谷雄一,
「『ポストコロナ』米中いずれも勝者になれない訳」,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0.5.16. https://toyokeizai.net/articles/-/349171
25) 이남주, “코로나19 사태의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학술회의), 2020.5.1.
26)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China
Is Maneuvering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as the United States Falters”, Foreign Affairs,
March 18, 2020.
27) Is China winnign?, The Economist, April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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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정 부양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 증
액도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은 확전보다는 소강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에도 영향을 미쳐, 양자 사이에 대립과 긴장 대신 조정과 협조가 일어
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
받았던 대치 국면이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적 부담으로 양자와의 관계 개선이 가능한 공간이 한국
에 열리고 있다.28)
군사적으로도 대만 정세,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를 근
거로 미중 간에 전쟁불사의 대립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하의 군사적 현실이 이러한 전망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현실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미군
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군사 운용체제에 팬데믹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괌에 묶여 있는 가
운데, 미 서해안에 배치된 니미츠함, 칼빈슨함, 도널드 레이건함 등 3척의 항
모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어 일시적으로 태평양에서 작전임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시적으로나마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정지된 경제활동이 국방산업에
도 영향을 미쳐 핵억제 전략을 포함한 미군 전체의 대응태세 유지가 곤란한
과제로 부상했다.29)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미
국 보수 정치세력의 대 중국 강경론의 변종이다. 코로나 진압으로 인민해방군
이 대거 동원되어 중국도 군사적 능력에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겼다. 일대일로
전략은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통제로 인한 노동자 파견 규모 감소와 원자
재 공급에 빚어진 차질로 리스크 요인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사업과 바탕토루 수력 발전소 건설공사, 신장 위구르-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진행 중인 도로, 교량, 발전소, 신도시
건설 사업 등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그 결과 일대일로 참여국 사이의 관계
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며, 참여국들의 채무 불이행 공포도 잠재해 있는 상황
이다.
코로나19는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1월 말에
서 2월 초, 우한 일대에 도시들을 봉쇄하면서 군 의료진을 투입했다. 최초에
28) 이왕휘,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와 미중전략경쟁, 아주대중국정책연구소, 2020.5.11.
29)
小谷哲男,
「変容する米軍の運用体制とパンデミック：日米同盟への影響」,
国問研戦略コメント
(2020-8), 2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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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소속 육해공군 의무대학들이 3개팀 450명으로 구성된 의료 인력을
투입했고, 1월 말 건립되어 2월 초에 완공된 훠선산 병원에는 중국 인민해방
군 소속 의료진 1400여 명이 투입되었다. 2월 초에는 2600명의 의료인원이
증파되어 4000명 체제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인민해방군은 감염병을 상대로
‘인민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30)
한편 1월 25일에는 허베이성 孝感市의 인민해방군 공군 강병군 보위부 군관
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고, 바로 부대 내 200명이 격리되었다. 해방군보
는 2월 17일, 동부전선의 많은 병사가 격리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중에는 신형미사일호위함 常州의 함장(余松秋)이 포함되었다는 보도도 있었
다.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자, 라오스, 미안마 등에 인민
해방군의 의료팀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민해방군이 정상적인 작
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국경을 봉쇄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노동자를 파견한 키르
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일방적 행동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존
속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31) 다른 한편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나토군에 대신하는 유럽 독자의 통합군 창설 논의에 주목했던 러시아
는 코로나19로 이러한 움직임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32)
6. ‘제3의 세계’와 동북아 질서의 변혁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국제정치학을 주도하는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는 미
국도 중국도, 물론 러시아도 아닌 ‘제3의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의 신질서일
가능성을 상상한다. 호소야가 보기에 이 ‘제3의 세계’에 가장 근접한 현실이
일본과 EU의 조합이다. 일본과 EU가 2018년에 경제제휴협정(EPA)를 체결했
고, 2019년 2월에는 이를 발효시켜, 연계와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근거
다.33)
그러나 과연 호소야의 기대와 희망에 일본과 EU가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유럽의 실패는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 일본 또한 유럽에 비해 상
30)

山口信治, 「中国武漢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危機と人民解放軍」, NIDSコメンタリー,
2020.3.13.
31) 독립신문, 2020.3.19.
32) 논거와 사실, 2020.3.25.
33)
船橋洋一・細谷雄一,
「『ポストコロナ』米中いずれも勝者になれない訳」,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0.5.16. https://toyokeizai.net/articles/-/3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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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낫긴 하지만 아베 내각과 일본의 국가 및 사회 체제가 코로나19 대
응에서 결코 성공적인 성적을 거두었다고는 하기 어렵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한 데다 코로나 위기가 중첩
되면서 전후 최대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34)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정책은 초기에 성공한 듯 보였으나, ‘연간 실질 GDP 성장률 2%와 연간 소비
자물가 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는 2019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패했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코
로나19 앞에서 “사회안정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뿌리 깊은 시스템”이 드
러나,35) 매력경쟁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성적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헌법개정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36) 이
는 오히려 주변국을 긴장시켜, 동북아시아의 주도국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
고 있다.
결국, 중국도 미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패권국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
며, 패권국가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제3의 세계’가 있다면, 일본과 유럽의 조합
이 아닌 다른 조합일 가능성이 크다. 그 잠정적 현실은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라
고 할 질서다.
이 현실은 주로 G20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월 26일, G20 화상 정
상회의에서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
무역 혼란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경제
보호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 국제무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개방적 시장 유
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G7 화상회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로 명기할 것을 주장해 공동성명 채택이 불
발된 것과 대비되었다.
최초의 G20 화상 정상회의 이후,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코로나19 대응 체
제 정비를 위한 외교가 재개되었다. 3월 30일, G20 통상장관 화상 회의가 개
최되어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의료용품과 장비, 중요 농산물 등 국
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기업인의 예
외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날인 3월 31일에는 G20 재무장관
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화상회의가 개최되어, 4월 15일까지 행동계획을 만들기
로 합의했다. 행동계획에는 저소득 국가의 채무 취약성 위험을 다루고, 신흥국
34) 김규판, “‘아베노믹스’ 디플레 탈출 실패에 코로나 중첩되며 ‘전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여시재
35) 황세희, “사회안정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뿌리 깊은 시스템”, 여시재
36) 細谷雄一, 「政治経済の『免疫力』を備えよ」, VOICE, 5월호, 2020.5.; 松川るい, 「緊急事態条項の憲法
議論を進めよ(1), (2)」, 日本国際フォーラム百花斉放, 2020.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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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금융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에 합의했다. 또 신흥국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탐색하고 자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역할을 논의했으며, 각국이 취한 규제와 감독 조치들을 조율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협력하기로 했다. FSB는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기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치되었다.
4월 24일에는 G20 특별 관광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의
료관계자 및 여행자의 귀국 등 필수적 여행에 대한 과도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에 비례
한 여행제재 도입 및 철회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5월 14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G20 통상장관 2차 회의가 열려, 코로나19 대응 장단기 38개 행동계획
을 발표했다. 1차 회의에서 합의한 각료선언문을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필수인력 이동, 무역 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 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38개 구체 행동계획에 합
의했다.37)
코로나19 하, 동북아시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이 없고, 패권도 없이,
중견국가들이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 몇 차례
의 G20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K-방역과 K민주주의가 그 자산이다.
7. 한국의 재발견과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
유럽과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
의 방역이 모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가운데, 국제무대와 국민심리의 양면
에서 한국의 재발견이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인정과 자부심이
다.38)
한국의 성공에는 중앙집권화된 민주체제, 의료보험의 보편화와 준비된 공공
보건 시스템, 사회적 응집력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 의료계 인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성,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수월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39)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방
역에 성공한 국가였으며,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경폐쇄, 지역폐쇄, 경제
37) 연합뉴스, 2020.5.15.
38) 한편, 이는 오리엔탈리즘 논쟁을 다시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이문영, “‘죄와 벌’과 코로나: 오리엔탈
리즘과 탈진실”, 한겨레, 2020.5.6.
39) 문정인,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역할, 시사인, 2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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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중단 등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적극적인 검사, 추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통제한 유일한 국가였다.40)
문재인 대통령은 G20 화상 특별 정상회담(2020.3.26.)에서 한국 모델을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국민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방역에 동참했
고, 각종 창의적인 방안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
응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수요가 늘었고, 한국 국민/시민들 사이
에서 ‘중견국 멘털리티’가 널리 공유되기 시작했다.41)
한국의 재발견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재발견에 더해 한국 민간기업의 재발견
과 한국 지자체의 재발견이 포함된다. 의료 바이오산업은 K-방역 성공의 디딤
돌이었다. IT 비대면 기술, 와이파이 보급률 등 기술기반, 재택근무를 위한 인
프라 등 언택트 경제에 유리한 환경 등이 그것이다. 중국에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 일본에서 손 마사요시(孫正義)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서 국제적 협력의 전선에 섰던 것도 아울러 주목받아 마땅하다.
이에 더해 지방의 재발견이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K-방역의 몸통이 된
S-방역의 성공을 강조했다.42) 이태원 사태 이후 ‘익명검사’가 대표적이다. 서
울시는 이를 일종의 ‘햇볕정책’이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자, 신용카드 사용자를 확인해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것, 폐쇄회로TV
추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지상전을 기반으로 익명검사라
는 공중전을 전개함으로써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태원 사태 이후 현재 2만 5
천 건의 검사를 기록했고, 감염폭발을 막는 데 성공하여 집단감염에도 불구하
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를 창안한 고양시, 재난기본소득 면에서 아젠다를 설정한 경기
도와 경남, 전주시 등의 정책들도 지자체의 재발견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서 코로나 대응에서 일본 지방자치체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대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이상의 내용은 동북아에서 국경을 투과하는 과국경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
민간기업, 지방자치체를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K-방역의 성공은 K-민주주의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 코로나19가 맹

40) 전봉근,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08),
2020.4.17. 6쪽.
41) 이수훈,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국제신문, 2020.
42) 한국일보, 2020.5.18.
43) 篠田英朗, 「コロナ対策は『大阪モデル』に学べ(1), (2)」, 日本国際フォーラム百花斉放, 202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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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떨치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운데, 한국 국민은 4.15총선을 성공적
으로 치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투표율 66.2%를 보이며 총선이 예정
대로 치러진 것 자체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다. 실시 자체가 경이로움
인 선거에서 유권자가 만들어 낸 결과 또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4.15총선은 “해방 이후 보수가 독점해
온 주류 권력을 진보 진영에 넘겨주는” 사건이었다.44)
한국 정치지형의 주류 교체는 한국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서 반공・반북 이
데올로기의 종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의미 있는 세
력으로 재생되려면 적어도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털어낸 모습으로 바뀌어
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
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과거의 무심함에 대해 유족에 공식 사과하는
모습은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4.15총선의 결과는 중견국 외교의 조건인 ‘국민
외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같은 날, 코로나19가 만든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대 북한 인
도적 지원의 재개다. 4월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경없는 의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코로나19 관련 물품이 분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항생제와
진단기, 개인보호용품 등의 방역 물품이 3월 30일 평양의 북한 보건성에 전달
되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4월 16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인
도주의 지원과 교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게재하여,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의 대상과 범위 등의 규정을
안내했다. 자료에 따르면 OFAC의 대북 제재 프로그램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
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비정부기구들의 특정한 인도적
활동을 허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이러한 특정 인도적 지원에 포함되어 있
었다.45) 코로나19가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주관적, 객관적 조건을 조성해 주
고 있다.46)
8. 새로운 국제체제와 한국의 과제
국가의 귀환이 재발견되는 한국에 던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국제정치
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귀환하여 강화되고 있는 국

44) 한국일보, 2020.4.16.
45) “코로나19 남북방역협력 본격화되나: 북한, 예고 없이 최고인민회의 일정 미뤄”. 한반도평화포럼 이
슈, 2020.4.17.
46) 한국형 중견국가 외교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안보
3.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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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가(nation-state)의 문제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국민국가
가 1500년부터 약 350년 동안 빈번히 발생한 대규모 전쟁이 만든 규범이라는
찰스 틸리(Charles Tilly)의 민족국가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이 하나의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47) 틸리는 자본집중적 체제와 강압집중적 체제를 구
분하고 이 두 가지 체제의 조합으로 제국, 도시국가, 그리고 민족국가 등 세
가지 국가 형태로 개념화하여 분류했다. 이 가운데 민족국가가 대규모로 군대
를 동원할 수 있으면서 농업계층과 상업계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장기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합했다는 것이
틸리의 연구가 주는 함의다. 그로부터 민족국가의 시대가 열렸으며, 현재 국제
질서의 기초가 여기에서 마련되었다. 코로나19는 코로나2x로 조금씩 그 모습
을 바꿔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 ‘장기 팬데믹’에
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정 규모와 내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에게
일단 기회는 주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

모형을

공공성

(publicness) 시민성(civicness)으로 설명하려는 정상호의 시도는 유용하다.48)
공공성과 시민성을 고루 갖춘 국가로서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재발견일 것이다.
한국의 재발견 이후, 공공성의 강화가 시민성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대처에 성공한 국가
가 국민적 자부심의 원천으로 재발견되어 강화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에서 사회 대개혁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경제사회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나 ‘코로나19 사회적 위
기 극복을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연대회의’의 발족과 이들 단체들이 개최하는
연속 워크숍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과제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재발견으로 이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과거 답습에 빠지거나 형식 논리에만 치
우치거나 인기영합에 갇히지 않고 총체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사회 변화까지
감안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길 바란다“49)는 요청이나, 코로나 시대 뉴노
멀이 ‘안보에서 안전으로’의 변화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와 같은 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50)
마침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안에서도 오큐파이 운동을 계승한 정치운동이
47)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00-1990, 1990.
48) 정상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 공공성과 시민성의 한국정치의 모색,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의 공동개최 학술회의(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과 G2). 2020.5.1.
49) 코로나19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교수 연구자 연대회의 출범 선언문. 임순광, “코로나19 재난
정치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진보평론 83, 2020.봄.
50) 황수영, 코로나 시대 뉴노멀 ‘안보에서 안전으로’ 경향신문, 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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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아베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코로나19 사태 속
에서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
체한 새로운 ‘아메리카 퍼스트’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리버럴의 반
아베 움직임도 아베가 주장하는 ‘아름다운 일본’을 대체한 새로운 ‘저팬 퍼스
트’로 변질될 수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연대가 중요하다. 검사
키트, 방호품, 구명을 위한 약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국에 무료 배포하는
운동이 시민 쪽에서도 나와야 한다. 한국의 재발견은 한국 시민사회의 재발견
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것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질서의 또 하나의 추진
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 한국의 선택
국제관계에서 코로나19가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앞에서 유
럽과 미국의 선진국들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 국가 리더십의 부족, 시민사회
역량의 부재를 드러내며 실패국가로 전락했다. 유럽과 미국의 실패를 배경으로
중국이 ‘건강 실크로드‘로 매력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투명하지 못
한 중국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질서는 미국 일극 체제 이후 짧은 G2시대를 거쳐 G0의 시
대에 진입하고 있다. 팬데믹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국제기구들도 그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군사적 초강대국의 실패, 유럽연합이라는 대안
의 실패, 국제기구의 실패라는 3중의 실패를 목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 코
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유용성을 증명한 K-방역의 한국이 중국과 유럽-미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대했다.
코로나19의 위력은 군사력에 기대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무력화
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국은 경제 재건을 위해 국방비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간접적으
로 군비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별 국가 수준에서 지역협력구상
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상대국의 지역협력구상과 경쟁할 능력에도 한계가 노정
되었다. 코로나 이후, 국가의 복귀와 동시에 국제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
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선택은 미사일 방어의 MD(Missile Defense)가 아니라
중견국 외교의 MD(Middle-power Diplomacy)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견국 외교 전략인 교량국가 구상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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