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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 not missiles, but microbes.

Now, part of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e've invested a huge amount in

nuclear deterrents. But we've actually

invested very little in a system to stop

an epidemic.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천만 명 이상의 

인류를 죽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다.

미사일이 아니라 세균인 이유는 지금 

우리는 핵 억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질병 예방에는 사실상 거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Bill Gates / 빌 게이츠 -

TED2015



쟁점과 대안

코로나19가 5월 5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360만(사망자 24만), 그리고 

최대피해국인 미국에서 확진자 117만 (사망자 7만)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확

진자 1만 여명(사망자 250여명)으로 증가 추세가 멈추며 방역이 효과를 거두고 있

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여전히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소극

적인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

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교훈은 질병이 진영에 따른 논란과 상

관없이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코로나

19의 영향력은 수준과 규모에서 냉전에 비견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인식 틀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했다. 현실주의가 지배하던 

국제관계에서 자유주의적 접근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염병에 대처

는 단기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협력이 없이 극복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군사안보에 주어지던 정책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인간안보로 이

동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국익은 음합의 상대적 이익이 아니라 양합의 절대적 이

익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책수단은 군사력⋅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파워에서 설득력⋅매력의 소프트파워가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국제정치 행위

자도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와 개인까지도 중요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미국의 무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국의 폐쇄와 억압은 단기

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실패의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유럽의 통합도 효과적

인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에 변

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가치

를 공유하는 국가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한국이 의료⋅보건 및 인간

안보 전반에 걸쳐 국제공조체제 구축에 중심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

일 적기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방역 경험을 자산으로 세계지방자치단체와 보

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공공외교를 주도하는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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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와 국제적 연대의 붕괴

 전염병 위기로 국제사회에 책임공방과 신뢰문제 등장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과 중국 편들기로 시간 허비

○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중국의 정보 은폐를 옹호하는 WHO 사무총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확대

- 감염병 초기 WHO 전문가들이 우한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도 중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며 중국을 옹호

- 1월 30일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중국에 대한 

국경봉쇄 등 제한조치를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

<중국과학원 산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2019.10)>

자료 : "서방 정보기관, 코로나19 발원지 알고 있었다", 연합뉴스(2020.5.4.)
"美 "코로나, 우한 실험실 유출" 中 "트럼프, 산수 잘못 배웠나", 중앙일보(2020.4.19.)

 중국 정부의 투명성 부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중국책임론 대두

○ 코로나19의 진원지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책임 전가 시도

-중국공정원 중난산(鐘南山)원사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최초 출현과,

중국발원을 분리’ 하는 발언으로 중국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 돌변

- 중국 최초 확진자인 우한시의 천(陈)씨는 화난(华南)수산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박쥐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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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불투명한 대응과 미국과 유럽의 문제 제기

○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중국은 투명하고 공개된 정부라고 강변하는 상황

- 우한시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500명으로 공식 발표했으나 우한시의 한 

화장장에 이틀 동안 5,000여 개의 유골함이 운반되었다는 인터뷰 공개

-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腾讯⋅Tencent)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월 1일 

24,589명으로 게재했다 2월 2일 304명으로 수정, 90배의 차이

<우한 유골함> <텐센트 신종코로나 사망자 수정화면>

자료 : “우한 사망자 축소 의혹…"이틀간 유골함 5천개 배달"”, JTBC 뉴스(2020.3.31.)
“中텐센트, 신종코로나 사망자 2만명 이상?···중국 조작 의혹”, 아주경제(2020.2.6.)

○ 미⋅중은 국내정치적 상황과 패권경쟁 등을 고려 책임공방과 음모론 제기

- 워싱턴 포스트는 우한의 중국과학원 산하 바이러스 연구소의 안전 취약성을 

지적하는 2018년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 책임론 제기

-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019년 10월에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

○ 유럽국가들도 피해가 확대되자 중국에 대한 책임론은 전개하며 중국 국내정치도 

비판하는 수준으로 사태악화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산당 지도부가 통제하는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중국의 

코로나19 통계의 규모, 성격, 전염성 측면에서 부정확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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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유례없는 인간생명의 위협으로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변화가 불가피

 코로나19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인간안보의 위협 

경고가 나타났으나 적극적 대응 회피

○ 탈냉전 이후에도 세계대전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 소련(러시아), 중국 등은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경쟁적으로 투입

-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세계최대인 6,490억 달러로 

2위인 중국부터 9위인 일본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액수와 같은 수준

<2018 세계군비지출 상위10개국>
(단위 : 달러)

자료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방위비지출 총액; “중국⋅러시아가 불붙인 세계 군비경쟁”, 중앙일보(2019.8.25.)

○ 비전통⋅인간안보의 위협에 선진국의 연이은 대응조치와 국제공조 실패

-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설치 등 제도개혁이 있었지만 

2005년 8월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위기 대응에 연속 실패

-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에 따른 인명피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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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를 계기로 연성안보(soft security)⋅인간안보(human security)

가 경성안보(hard security)의 의제 중요성을 대치

○ 이전의 인간안보 위협과 달리 보건위협이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예측불가성의 극대화를 지구 차원에서 실감

- 2002년의 웨스트 나일, 2003년의 사스, 2006년 에콜라이,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 등 바이러스의 위협에 인식 공유하지 못함

- 코로나19는 전염병의 확산 범위, 속도, 위협의 심각성 차원에서 지역의 

풍토병이라는 국지적 위협이 아니라는 인류공동의 위기의식 형성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

국가 지수

미국 0.0606

러시아 0.0681

중국 0.0691

인도 0.0953

일본 0.1501

한국 0.1509

프랑스 0.1702

영국 0.1717

이집트 0.1872

브라질 0.1988

터키 0.2098

이탈리아 0.2111

독일 02186

이란 0.2191

파키스탄 0.2964

인도네시아 0.2544
자료 : “한국,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북한, 8계단 하락 25위 그쳐”, 한겨레신문(2020.3.6.)

Global Fire Power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 인간안보가 군사안보에 대한 보조적 지위에서 주된 위협으로 인식전환

- 서구 선진국 여론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해 천문학적 

군사비를 지출하는 대신 전염병 예방에 투자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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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에서 국력(Power) 개념의 전환: 소프트 파워의 실효성 부상

 힘의 대체성(power fungibility)의 기준이 경제력의 군사력으로 전환 가

능성에서 제조업 생산능력의 총괄안보(total security)로 대치

○ 국제질서의 핵심변수인 국력(power)이 군사력에서 위기대응력으로 전환

- 국력의 핵심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력의 군사력으로 대체 

가능성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으로 중점이 전환

- 국가능력지수와 군사력지수는 인구, 산업능력, 군사력을 중심으로 측정

<주요국 국력평가지표(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CINC)>
순위 국명 평가지표 순위 국명 평가지표

1 중국 0.198566 11 이탈리아 0.017420
2 미국 0.142149 12 터키 0.014317
3 인도 0.073444 13 파키스탄 0.013772
4 일본 0.042675 14 인도네시아 0.013708
5 러시아 0.039274 15 이란 0.013450
6 브라질 0.024545 16 북한 0.012925
7 독일 0.024082 17 멕시코 0.012269
8 한국 0.023878 18 우크라이나 0.011835
9 영국 0.021158 19 스페인 0.011389
10 프랑스 0.018924 20 사우디아라비아 0.010883

자료 : Heckman, Garrett(2009). Power Capabilities and Similarity of Interests.

○ CINP와 GFP와 같은 전통적인 국력개념은 도리어 총괄안보에는 장애요인으로 

국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철강생산과 에너지 소비위주의 산업구조, 군사비지출, 과도한 인구의 도시 

집중은 보건 위생에 장애 요인이며 보건에 부정적 영향

○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전통적 국력의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사력에 근거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또는 힘의 집중(power

preponderance)과 같은 현실주의 안보의 개념이 설득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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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의 정책수단으로서 경성국력(hard

power)에 못지않은 연성국력(soft power)의 유효함을 입증

○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전통적 힘에 의한 강요가 아니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는 매력으로 정의

- 매력을 의미하는 소프트 파워는 각국의 자료(65%)와 전문가 여론조사(35%)
방식으로 평가, 순위는 상당히 고정적인 경향을 보임

-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기류의 후광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산업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반영하지만 여전히 저평가

○ 소프트 파워의 지표로 정부와 시민의 민주성, 자율성, 공정성, 공개성, 창의성,

효율성은 추상적 매력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새로운 주목

- 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부의 위기 대응⋅관리 능력, 시민의 자발적 참여,
국가와 시민사회 내부의 상호신뢰 같은 새로운 소프트 파워 지표 등장

-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소프트 파워의 지표 중에 언론의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의 중요성이 새로운 기준의 부상

<미국의 Reshoring 기업과 고용창출 현황>
(단위 : 개, 명)

년도 2010 2011 2012 2013 2104 2015 2016 2017 2018
기업수 95 157 232 432 340 294 267 624 886
고용수 3,221 12,569 26,042 42,830 38,894 24,708 54,387 81,886 62,708
자료 : 미국 Reshoring Initiative 자료

 신자유주의와 기능주의 통합에 대한 비판과 신안보의 현실화

 국제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자각과 함께 상호교류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은 인정하지만 신자유주의 기조는 퇴조

○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apital)에 기초한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수단을 통한 시장의 개방, 자유무역, 국제적 분업의 한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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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현상으로 대변되는 반세계화⋅신고립주의 그리고 영국의 Brexit와 

같은 글로벌리즘의 포기와 반세계화가 전염병으로 확산 및 일반화

- 미국이 일자리 정책에 따른 제조업 reshoring으로 국가주의 추세강화

○ 제조업 중심의 국제사회의 분업구조의 변화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한국이 

추진했던 FTA의 경우도 신흥국보다 주요국 중심으로 재조정을 요구하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 높아짐

 국제사회는 군사안보 이외에도 산업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와 같은 포

괄안보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국내경제의 역량강화 추진

○ 제조업을 저부가가치⋅공해유발 산업으로 그리고 서비스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하던 산업전략의 전환

- 선진국을 표방하는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을 낮추는 탈산업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제조업 유치⋅확대 경쟁 불가피

<G7 주요국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

자료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ation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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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의 통상분쟁에 제조업 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경제성이 아니라 

총괄안보 차원에서 통상 및 산업정책 재조정

- 제조업 외주(outsourcing)와 관련 인건비를 우선 고려하던 관행에서 

산업안보, 제품의 질, 국내고용촉진과 같은 국가공동체 가치를 고려

○ 기후변화, 바이오 연료,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따른 식량안보에 대한 경고에 

미온적이던 국제사회가 코로나 19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

- 인도, 태국, 베트남이 가뭄을 이유로 3월 24일 쌀 수출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0%로 감축하여 수출 재개하고 캄보디아는 쌀⋅생선 수출 금지

- 2010년 러시아의 밀 수출 중단 그리고 2006∼2008년 및 2010∼2011년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쿼터제로 2011년 소말리아에서 26만 명이 아사

<2015년 주요국 및 한국의 식량안보지수 및 자급률 변화추이>
(단위 : 점; 괄호안은 지난해 순위)

자료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6). IAP 식량영양안보와 농업: 한국의 전망.

 국제사회의 협력과 신뢰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레짐의 등장이 필요

 국제협력의 본질이 통합(integration)에서 손실회피(coordination)과 이익

창출(collaboration)로 전환했지만 현실주의 경쟁체제는 여전

○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책임공방과 진영대결의 형태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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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3일 기준으로 96개의 국가 등이 중국에 대하여 4단계(국경봉쇄,

입출국금지, 비자제한, 비행중단)로 여행제한 조치

- 한국에 대해서도 몽골과 호주 등 100여 개국이 전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조치 등 공황상태에서 경쟁적으로 국경봉쇄를 단행

○ 전염병으로 범유행으로 전 세계적인 사망자 속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기본 

단위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보다 경쟁구도의 확대

- 미국의 제약기업 Gilead, Eli Lilly and Company, Regeneron, 일본계 기업 

Takeda, 유럽의 Bayer, Teva, Novartis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

- 국내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스마젠, 지플러스생명과학,

제넥신 등 6곳이 백신개발 그리고 셀트리온, 유틸렉스, 지노믹트리, 카이노스메드,

젬백스 등 5곳 치료제 개발 경쟁

<코로나19로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 국가 현황> <코로나19로 의료물자에 수출을 제한한 24개국>

자료 : Think Global Health (https://www.thinkglobalhealth.
org/article/travel-restrictions-china-due-covid-19)

자료 : Global Trade Alert, University of St. Gallen, Switzerland

 인간안보 위기 앞에서도 국가의 행위규범은 여전히 상대적 이익이 절대적 

이익을 압도하는 현실주의 원칙이 지배

○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공공재인 안보와 질서를 이끄는 강대국의 리더십 상실과 

동맹 내부에서 신뢰의 붕괴로 힘의 공백과 무정부 상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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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자국에 본사를 둔 스웨덴 기업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먼저 

판매한 마스크 400만 개를 압수했다가 스웨덴 정부의 항의를 받고 다시 

돌려주었으나 EU 회원국 사이 신뢰에 타격

○ 전염병으로 수출금지와 국경봉쇄의 조치로 국제관계의 협력과 신뢰에 타격

- 24개국이 마스크, 보호 장비, 인공호흡기, 소독제, 시약재료 등의 의료용품에 

대한 공식⋅사실상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조치를 취함

 국제사회에서 손실회피를 위한 협력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국제사회의 정

치제도와 동맹으로 진영 형성 및 새로운 대결구도 성립

○ 중국에 대한 책임론 및 중국의 발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동의 사법적 대응 시도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중국에 코로나 정보 투명하게 공개요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정보에 대한 불신 선언, 영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검토 의견 표명 등 유럽 전역에서 반중 감정 확산

- 미국의 미주리 주정부를 시작으로 유럽도 중국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배상금 총액 3경 원 소송과 함께 현지 조사를 요구

○ 중국이 수출 또는 지원한 의료관련 물자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무역관련 국제공동대응 등 마찰 예고

- 영국 정부가 2,000만 달러를 들여 중국에서 주문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테스트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00만개는 창고에 방치

- 미국이 수입한 12만 5천 달러 어치 중국산 진단키트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었고 

스페인, 체코, 터기 등이 수입한 진단키트는 불량으로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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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 공공외교의 측면>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2020.2.7.) https://www.scmp.com
China daily(2020.3.22.). https://www.chinadailyhk.com/article/125138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의 자연스러운 붕괴

 중앙정부가 책임과 의무의 한계 상황에 처하자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새로운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

○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 EU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보건국제협력 모색

- 미국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주선한 

콜로라도 주는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직접 공수

- 한일관계를 고려 일본의 지방정부는 주 센다이 및 주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익명으로 마스크 구매 및 진단키트 지원 의사를 타진

○ 새로운 종류의 위기에는 새로운 행위자가 새로운 형태의 작동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제기구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수행

- 국가를 대신해 핀란드 민간병원 메히라이넨(Mehiläinen)이 한국의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며 국적 전용기로 

검체를 공수하여 위기에 대응

- 일본의 손마사요시(孫正義) 소프트 뱅크그룹 회장이 수술용 마스크, 의료용 

안경 등을 수입하여 오사카부 등 지방정부에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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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Watch, YMCA, CIVICUS, Pax Christi, 지구촌빈곤퇴치연합(GCAP),

국제평화사무국(IPB), 아시아 발전연대(ADA), 유엔협의자격NGO협의체(CoNGO)

등 50개국 145개 글로벌 NGO 문재인 대통령에 지원 요청

<세계 분쟁의 동맹>

자료 : 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81vhux/map_of_the_worlds_alliances_today_3996x2028/

 국제기구의 구조와 동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레짐의 필요성 부각

 국제기구의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부적절⋅비효율적 대응에 대한 비판

에 따라 새로운 레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 코로나19 발병 초기 WHO의 친중국 행보는 초기대응 실패와 사태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

- WHO 사무총장이 2월 초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의 통제능력에 신뢰 

표명 및 중국 통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중국 옹호

-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WHO의 친중국 행보를 비판하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상원에 WHO의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조사 촉구

○ WHO사무총장은 트럼프에 부적절한 언급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WHO

분담금 4억 달러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이를 비판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이슈 &  진단

13

- 친중국 행보를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시체 포대(body

bag)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는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책임론과 

함께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개혁과 새로운 규범의 논의 전개

-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과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정책 

대표는 지금은 비난보다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트럼프의 

행보를 비판

 이념 또는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동맹구조가 민주적 정치체제와 안전에 

대한 가치의 공유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

○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대외정책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지만 향후 국제사회의 반발과 역풍을 맞을 가능성 높음

- 대만과 단교의 대가로 피지,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등 10개 태평양 

섬나라를 지원하지만 보건 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치외교의 실패

- G2로 부상과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함

○ 미국과 서구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 국가 기구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의 협력체계에 중요성 확인

-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인 국가는 태평양 섬나라로 격리된 지역을 제외하면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예멘과 같은 전체주의국가

- 중국, 베트남 등 권위주의 국가는 이후 국제기구, 국제협력 그리고 

국제분업의 재편과정에 역할 축소 불가피

- 정부의 권위주의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고 실제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도 터무니 없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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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미⋅중의 세력경쟁은 코로나대응에 국제사회의 부담으로 작용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코로나19의 최대 희생국인 미국의 독선적인 자국우선주의는 유럽 등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근본적인 회의와 평화와 협력의 기본가치를 훼손

- 트럼프 행정부의 TPP 및 파리기후협약 탈퇴, 반이민 행정명령, 이란 

핵합의 파기와 같은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정당성 입증

○ “책임대국론”의 중국은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처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자국이 만든 문제도 외면하는 “민폐국가”로 전락

- 중국이 원인을 제공한 전염병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조잡하고 무책임한 논리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

 유럽의 기능주의 통합이론도 비효율적으로 대안 제시에 실패

 새로운 위기의 등장에 현실주의적 경쟁에 따른 무정부 상태의 격화로 다

자주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회의론 대두

○ 난민 유입과 Brexit로 촉발된 EU 통합의 위기가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름

- EU 각국은 통근과 일반물자 이동은 허용하지만 여행금지와 의료물자의 

이동을 금지시켜 유럽통합의 상징인 생겐조약을 부분적으로 중지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채권발행에 남부 회원국과 

북부 회원국이 재정적 책임문제로 합의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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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패권경쟁의 재격화에 중국의 위상 약화

 통상분야에서 미국은 1차 무역합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에서 대 중국 기선제압을 시도

○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책임론에 대한 적극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제공조를 통한 대 중국 압박

- 독일 일간지 빌트는 자국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피해에 1,490억 유로 

배상을 중국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내 조사요구와 배상청구 등 중국 책임론 강경대응

<미국 중심 세계관의 강화>

자료 : Financial Times Research Graphic

○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대 중국 강경책을 통해 국내 지지획득을 시도

- 트럼프는 대선 전략으로 대중국 투자억제, 환율조작 지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보조금 문제, 기술굴기 저지 등 다방면에서 공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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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포함 국제사회와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대응

○ 중국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책임을 벗는 데 성공할수록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

-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맞지만, 발원지가 우한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국제정치적 처신으로 부적절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축소 

○ 코로나19 이후 대응책 수립 과정에 미국과 서구 산업국가들이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을 시도, 중국의 경제적 지위에도 부정적 변화 예상

- 선진산업국 일부는 보건⋅의료 용품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자국 내 

생산기지 확보를 추진하는 국가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의 공장 중국의 지위에 위기

- 코로나19 이후 비용절감의 저비용국 공급망에서 품질과 공급의 

안정성⋅신뢰성에 근거한 최적비용국의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경쟁력은 축소되고 한국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논의와 동맹 및 협력의 네트워크 변화

 국제경제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재편으로 확대

○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복관세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을 초래

- 코로나19 이후 중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정치⋅사회적 안정에 필요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미국에 대한 강한 대응은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위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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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산업국의 금융⋅서비스업 집중과 후발산업국의 제조업 특화로 구성된 

국제분업체계의 조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체제 개편의 주요변인

○ 새로운 가치⋅규범에 기초한 국가군이 출현하여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주도

- 전염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모색

- 전염병 대응에 나타난 패권경쟁과 기능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대적 

이익의 경쟁을 벗어나 절대적 이익의 협력을 통한 공존의 질서 모색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초하여 자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의 느슨한 신뢰의 공동체 추진

○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 국제사회는 다시 현실주의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규범이 지배하는 지구공동체를 구상⋅추진

- 소수의 강대국이 지배하는 다자협력의 국제기구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외교정책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

- 주권(sovreignty)의 일부인 재정⋅통화정책을 양도하는 통합(integration)의 

국제 공동체의 추구는 위기 대응에 비효율적인 교훈에 근거해 느슨한 

신뢰의 공동체⋅협의체가 대안으로 부상

○ 군사안보와 경제이익이 지배적인 경쟁구도에서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연대로 확대

- 국내적으로 국가기구와 정부가 정치적 자유,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들의 가치공동체 형성

- 위기 발생 시, 품질이 보장되는 자원과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국가들의 협의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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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대외전략과 경기도의 기회와 도전 

 코로나19 극복과정에 국제정치적으로 우리의 위상 재고와 역할 확대

 한국의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고 진단키트와 의료물자에 대한 

지원요청의 쇄도하는 등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

○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효과적 대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국가 브랜드이미지 향상과 여론의 자각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

-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 유지하는 정부의 대응력, 사재기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 총선을 치르는 국가 역량 등 국가 소프트파워의 자각과 홍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보건관련 산업에서 주도권 확보 및 인력훈련 등 

국제공조체제 구축에 중심역할 수행

- 한국의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의 장점을 활용하여 진단시약, 치료제, 백신 

등 의료⋅보건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 위기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 이미지 확립을 통해 보건 및 

인간안보 전반에 걸친 국제협력체제의 중심역할 선도

 코리아 포비아⋅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 기회

 기업의 상대적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력과 국가 위상

의 상징적 지표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

○ 분단과 북핵위기 등의 지정학적 악재에 따른 고질적인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과 

저평가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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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성공한 병원과 기업의 노하우와 전략을 

모범사례로 정리⋅공유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한국의 의료보건 물자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을 활용하여 

제조업 역량강화

- 인터넷과 무선통신산업, 온라인 상품판매, 음식배달, 택배 및 물류업계 등 

효과적인 산업 및 기업의 노하우를 국제협력에 활용

-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화⋅산업화로 미래성장동력의 혁신산업으로 육성

 경기도는 리쇼어링 첨단제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준비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

정에 경기도가 제조업 리쇼어링의 배후지로 입지와 역할을 확보

○ 경기도의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39.7%(2016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코로나19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평가된 

시점에 첨단제조업을 해외에서 유치, 고용창출 및 미래산업으로 육성

- 2018년 기준 경기도 소재 24,505개(전국의 35.6%)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자동화 기술지원 등의 산업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지원전략 홍보⋅추진 

○ 경기도에 한반도 통합물류망의 허브(hub) 도시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라시아⋅태평양의 경제중심지로 부상을 준비

- 제조업 지원과 함께 항공, 항만, 철도, 도로가 연계되는 교통 허브 

도시연계를 통해 물류와 여객의 네트워크 허브 구축 

- 남북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유럽, 서남아시아와 중동,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서문화와 국제협력의 연결중핵으로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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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보건협력의 국제 네트워크 주도

 경기도가 방역 경험을 자산으로 세계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협의

체를 구성하여 도시 및 지방공공외교를 주도

○ 보건 위기 대처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구분보다 효율적 대응에 주목한 

만큼 지방정부 중심의 보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

- 미국의 뉴욕주, 영국의 글로스터, 스웨덴의 예테보리 등 보건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존의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와 연계 아래 협력네트워크 추진

○ 경기도가 해외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조속히 설립하고 보건분야 협력과 관련한 기능도 포괄

-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네트워크 및 협력에서 보건분야 물자지원,
기술지원, 인력훈련 개발원조의 중심역할 수행

- UN 산하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 미래지도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건⋅방제⋅의료 분야에 집중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비하는 백신과 진단시

약을 개발하는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트의 제안

○ 상호신뢰할 수 있는 중간지대로서 한국과 경기도의 지정학적 및 정치⋅사회적 

입지를 활용하여 국제보건 협력의 클러스터 유치

- 개발단계에서 국제공유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한국과 경기도가 

제공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

- 바이오 신약개발, 생명과학기업 등이 소재한 광교 테크노벨리에 축적된 

경험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활용

- 중견국 주도의 연성안보의 기능적 협력은 다층적 신뢰구축, 협력의 습관화,
그리고 공동의 정체성 공유의 정책수단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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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국 소프트파워 지수(The Soft Power 30)】

종합 디지털 문화 기업 책임 교육 정부 국제여론

1 프랑스
(80.28)

미국
(85.76)

미국
(73.34)

싱가포르
(84.71)

프랑스
(81.17)

미국
(87.11)

스위스
(94.35)

이탈리아
(91.95)

2 영국
(79.47)

캐나다
(84.41)

영국
(72.47)

스웨덴
(80.16)

독일
(70.36)

영국
(78.31)

네덜란드
(93.76)

스위스
(89.97)

3 독일
(78.62)

영국
(80.92)

프랑스
(65.22)

스위스
(79.54)

영국
(68.28)

독일
(76.74)

노르웨이
(92.11)

프랑스
(89.73)

4 스웨덴
(77.41)

프랑스
(78.82)

독일
(60.10)

덴마크
(77.59)

미국
(66.49)

스웨덴
(74.86)

스웨덴
(91.73)

스웨덴
(89.58)

5 미국
(77.40)

한국
(76.63)

스페인
(50.87)

미국
(76.05)

일본
(63.36)

덴마크
(74.42)

독일
(89.66)

캐나다
(89.17)

6 스위스
(77.04)

스위스
(74.77)

일본
(50.66)

핀란드
(75.88)

스페인
(57.98)

벨기에
(73.65)

덴마크
(89.31)

호주
(88.79)

7 캐나다
(75.89)

일본
(74.68)

이탈리아
(48.63)

일본
(75.74)

이탈리아
(57.56)

호주
(72.92)

핀란드
(88.76)

일본
(88.20)

8 일본
(75.71)

싱가포르
(73.21)

중국
(48.48)

독일
(75.30)

네덜란드
(56.82)

프랑스
(72.44)

캐나다
(88.28)

스페인
(87.21)

9 호주
(73.16)

스웨덴
(72.60)

네덜란드
(46.96)

한국
(74.62)

터키
(55.61)

네덜란드
(72.29)

오스트리아
(87.65)

독일
(85.83)

10 네덜란드
(72.03)

뉴질랜드
(70.83)

벨기에
(46.00)

영국
(74.12)

중국
(54.52)

캐나다
(71.83)

뉴질랜드
(86.31)

영국
(94.81)

11 이탈리아
(71.58)

독일
(68.97)

스위스
(45.54)

네덜란드
(73.04)

스웨덴
(53.70)

스위스
(70.52)

호주
(86.03)

뉴질랜드
(82.77)

12 노르웨이
(71.07)

터키
(66.88)

한국
(44.74)

노르웨이
(72.60)

러시아
(52.48)

한국
(70.09)

영국
(85.64)

노르웨이
(80.58)

13 스페인
(71.05)

스페인
(66.83)

호주
(44.66)

오스트리아
(70.81)

벨기에
(52.00)

이탈리아
(69.84)

아일랜드
(82.99)

미국
(79.70)

14 덴마크
(68.86)

노르웨이
(66.77)

스웨덴
(44.15)

뉴질랜드
(70.56)

캐나다
(51.13)

노르웨이
(69.28)

벨기에
(80.93)

핀란드
(78.52)

15 핀란드
(68.35)

러시아
(65.69)

캐나다
(43.88)

호주
(70.19)

스위스
(48.64)

핀란드
(66.22)

프랑스
(80.92)

네덜란드
(76.56)

16 오스트리아
(67.98)

헝가리
(65.53)

브라질
(42.32)

캐나다
(69.71)

한국
(48.36)

일본
(65.26)

일본
(78.52)

오스트리아
(75.83)

17 뉴질랜드
(67.45)

오스트리아
(65.42)

오스트리아
(40.86)

아일랜드
(69.37)

브라질
(48.21)

중국
(65.06)

체코
(73.42)

아일랜드
(73.92)

18 벨기에
(67.17)

네덜란드
(65.04)

덴마크
(40.58)

프랑스
(68.41)

노르웨이
(46.87)

오스트리아
(64.84)

스페인
(76.18)

덴마크
(73.62)

19 한국
(63.00)

덴마크
(64.61)

노르웨이
(39.34)

벨기에
(65.24)

호주
(45.80)

스페인
(63.39)

한국
(74.82)

벨기에
(72.57)

20 아일랜드
(62.91)

폴란드
(63.29)

러시아
(39.25)

체코
(63.52)

오스트리아
(45.35)

러시아
(62.47)

포르투갈
(74.75)

포르투갈
(69.98)

21 싱가포르
(61.51)

호주
(63.23)

폴란드
(36.56)

중국
(61.67)

덴마크
(43.89)

폴란드
(59.86)

미국
(73.93)

싱가포르
(68.87)

22 포르투갈
(59.28)

벨기에
(62.86)

포르투갈
(33.71)

포르투갈
(58.36)

그리스
(43.17)

싱가포르
(55.57)

이탈리아
(72.75)

그리스
(64.06)

23 폴란드
(55.16)

핀란드
(60.84)

그리스
(33.18)

스페인
(55.54)

포르투갈
(43.05)

뉴질랜드
(53.47)

폴란드
(70.94)

한국
(59.04)

자료 : The Soft Power 30 (http://softwpower3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