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성(complexity)과 한중일 관계
신욱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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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혹은 복합조직원리 기획호

●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네 가지 주제

1. 가장 단순한 복잡성으로서의 삼각관계

2. 측면연계(lateral linkage)와 관계의 상호의존성
3. 다변화된 2차적 상징(the 2nd image diversified)

4. 복합화(compounding) 전략

한중일 관계의 사례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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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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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와 중국의 부상 -- 새로운 지정학/지경학적 구도의 등장
‘지역’과 지역정책의 중요성
한국의 지역범주로서의 동북아
cf) 중국 -- 광역 아시아, 일본 -- 아시아/태평양
한중일 관계의 분석의 의미

II 분석틀: 삼각관계
가장 단순한 복잡성(complexity)의 유형
1. 유형과 관계
T. Caplow,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1956
힘의 분배에 따른 A, B, C 사이의 여섯 가지 유형을 제시
상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 의지를 가짐
힘이 강한 행위자보다 힘이 약한 행위자가 상대에게 선호된다는 점을 지적
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 Analysis,” World

Politics, 33, 4, 1981
삼각관계의 세 가지 유형
삼자동거 — 세 행위자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갖는 관계
낭만적 삼각관계 — 한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와 각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두 행위자는 적대적 관계를 갖는 경우
안정적 결혼 — 두 행위자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 행위자는 두 행위자와
모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내구성이 강함
세 행위자 사이의 ‘교환게임’의 틀, 중추(pivot)의 역할을 하는 행위자에 대한 분석
낭만적 삼각관계에서의 중추적 역할이 가장 유리 — 두 행위자로부터의 호의의 존재와 적의
부재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R. Jervis,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ch. 5
— 다양한 삼각관계의 사례 제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국가 행위자의 존재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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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중요성과 비결정성 --> 힘의 분포(구조)의 영향 아래서 전략(주체성) 수행의 여지
2. 적용과 보완
디트머 — 냉전기 미중소 관계의 사례
1949-1960 — 안정적 결혼 모델
1960-1969 — ?
1970-1978 — 미국이 중심축이 되는 낭만적 삼각관계의 모델
S. Woo, “Triangle Research and Understanding Northeast Asian Politics,” Asian

Perspective, 27, 2, 2003
한미일, 북중소, 한북미, 한북일 등의 사례에 적용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양자관계와 다른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디트머 모델의 한중일 관계에 대한 적용의 문제
조건 — 세 행위자의 상대에 대한 전략적 의미 부여 + 정당한 자율성 인식
cf) 조선과 청의 종주권 관계, 미국의 전작권 보유
보완적 고려 사항 -- 역외세력 내지는 상위적인 양자관계, 다른 삼각관계와의 중첩성, 단위의
주권적 특수성

III 이론적 논의
국지적 이론 모색의 한계와 지역이론의 의미
서구이론의 적실성 검토와 보완/대안 모색
1.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위협균형론과 안보 딜레마
주류 안보이론으로서 세력균형론과 안보딜레마 논의

cf) Morgenthau, Waltz, Herz

세력전이론과 위협균형론의 세력균형론에 대한 비판 내지는 보완
Walt
2. 위협전이론과 양면 안보딜레마
물질과 관념, 안정과 불안정의 2X2 매트릭스의 빠진 부분
관념적 요인의 변화가 불안정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주체성(agency)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위협전이론과 양면 안보딜레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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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Kugler/Organski,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IV 역사적 사례
1. 식민주의
청에서 일본으로의 세력전이
역내국가인 일본의 독특한 식민주의 정책 수행
두 행위자 사이의 커다란 세력 격차의 갈등적 구조, 내부적 합의를 갖지 못한 세 번째 행위
자의 존재 — 삼각관계 내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음
A: 중국, B: 한국, C: 일본
(A+B)+C --> A+(B+C)
2. 냉전
중국문제 -- ‘중국의 상실’ 논쟁
일본문제 -- 전후처리 과정 논쟁

cf) 독일문제

a.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관념적 연대, 외부적 안보위협, 내부적 안보위협, 전략적 고려의 요인 비교
b. 샌프란시스코 체제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 한국전쟁을 통한 위협전이의 사례
이승만의 대일 위협인식과 미 정책결정자들의 대일 위협인식의 차이
체제와 단위의 동시적 분절, 양극체제 내 중추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의 불가능함
A+(B+C) --> (A+B')+(A'+B+C')

V 탈냉전: 사각관계와 측면연계의 상호의존성
상위적인 양자관계 -- 식민주의의 영러관계, 냉전기의 미소관계, 탈냉전기의 미중관계
탈냉전기의 차별성
한미중일 관계의 사각관계의 분석 필요성
측면연계(lateral linkage)와 관계의 상호의존성
1. 미중관계의 역동성과 한미/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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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의 역동성 하에서 한국은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 maybe not
cf) 사드 배치, 남중국해
2. 미일관계의 연속성과 한일관계
미일관계의 연속성 하에서 한국은 방기 혹은 소외될 것인가? -- hopefully not
cf) 카츠라-태프트 밀약, 냉전 초기 Kennan의 전략, 북송문제 vs 현재의 전략적/제도적 상호
의존성
3. 중일관계의 모호성과 한국
중일관계의 모호성 하에서 한국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probably yes
cf) 한중일 정상회의, TCS
미국을 배제한 안보논의의 한계와 북한문제의 지속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지정학적/지경학적 구도의 등장
한미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일 삼각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모색

VI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세 유형
1. ASEAN Way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연성 다자주의 모델의 확대 문제
2. 아시아/태평양 협력
미일 중심의 동심원적 다자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평화론의 한계
3. 한중일 삼자주의
중일 간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수준의 영향력 문제

VII 단위의 문제: 다변화된 2차적 상징
분단체제, 양안관계, 평화헌법의 문제
정상화의 역동성과 지역체제의 불안정성
‘문제 있는 주권(problematic sovereignty)에서 ’창의적 변형(creative deviation)'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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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려는 노력
A+A'+B+B’+C' --> (A+A')+(B+B')+C" --> A+B+C --> (A+B+C)

VIII 결론: 한국의 전략
동맹과 지역,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의 복합화 전략(compound strategy)
cf) 6자회담과 ‘북한문제’, TPP+RCEP, 에너지 협력(PNG+LNG)
cf) 김성한,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국제관계
연구』, 20, 1, 2015 — 병렬적 분석의 성격
교집합으로서의 한일관계의 의미
한국의 적절한 역할구상과 위협인식 설정의 중요성
중추의 가능성? -- 중재자, 매개, 촉매...
과도한 안보화/탈안보화의 문제점

cf) 중국위협론/일본위협론

한국외교정책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형성과 전환
2016년 연구재단 저서지원 신청 예정
한미일 관계의 역사적 고찰 — 냉전, 데탕트, 탈냉전, 21세기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안보와 정치경제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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