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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tinctive Features an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Ÿ Unprecedented-ness, comprehensiveness, borderless-ness, shrinking economy,
and lack of cooperative global leadership:
- Thomas Friedman proposed a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Corona.
- The COVID-19 pandemic does not acknowledge state and regional borders,
racial and ethnic boundaries, ideological differences, and so on; it is part of
the so-called “man-made disasters, and we humans fell victim to the disasters
of our own creation."
- Reshoring, decoupling, and a shrinking economy; this year alone, the world
economy is forecast to shrink by as much as the size of Japan and Germany's
combined GDP.
- The fierce U.S.-Chinese rivalry prevented them from cooperating in deal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an emerging/non-traditional security issue;
hence the loss of cooperative global leadership in combating the viral disease.
2. Characteristics of Global Order post-COVID-19
Ÿ De-globalization; transformation/paradigm shift;
resilience;

protectionism;

return

of

post-capitalism focused on

geopolitics;

and

return

of

the

state,

sovereignty, and nationalism; racism and xenophobia.
- De-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 Socio-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transformation/paradigm shift.
- Advent of post-capitalism: shift of emphasis from efficiency to resilience.
- The return of geopolitics, geopolitical rivalry, and divided geopolitics.
- The return of the state, sovereignty, and nationalism; tension between
state-centrism

based

on

the

return

of

sovereignty/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 Danger of exploiting racism, ethnocentrism, and xenophobia in the political
and civil spheres.
3. Analyses of the Challenges of Emerging/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Ÿ Why is cooperative global leadership lacking in the response to COVID-19?
- The

international

habit/mentality/obsession

community

remains

entrapped

in

the

of dealing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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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xt of traditional security thinking, the key component of which is the
focus on geopolitical/geostrategic competition and rivalry.
- Enmeshed in the trap of traditional security concepts/perspectives/calculations,
the US and China have not cooperated in responding to this threat and have
lost their global leadership in this area.
Ÿ Significant role of middle-power states in combating the COVID-19.
- Emergence of middle-power states capable of effectively deal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South Korea and Taiwan; countries with a
sufficient level of manufacturing capacity successfully combined creative,
problem-solving knowledge and ideas with highly-innovative technological
support.
Ÿ Increase of multi-polarity and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Ÿ What system and leadership style are the most effective for problem-solving and
meeting the challenges of current and future security issues?
- The state-centric crisis management system of China vs. the civil/market-led
model of the U.S. and Europe? OR authoritarian, strongman style of leadership
vs. democratic leadership?
- Which country will produce vaccines and medicine for the virus before others?
How to deal with vaccine nationalism?
4. How to Strengthen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Cooperation: Our Responses
Ÿ Deal with emerging/non-traditional and 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terms of
“comprehensive” security with an understanding of connectedness among
various security issues from human security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Ÿ Debunk the myth that the so-called most advanced countries with the most
powerful militaries and economies are the most effective in dealing with emerging
security issues.
Ÿ Educate the decision-makers to leave behind the habit/mentality/calculation of
traditional thinking when dealing with emerging/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Ÿ Find comprehensive, integrative concepts/models based on the virtues of
regional and glob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effectively deal with emerging
security issues.
- Upon the bases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closely connect centr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civil society, and increase the resilience
of the society so that it can bounce forward, not bounce back.
Ÿ Promote

“pragmatic”,

not

ideological

or

value-laden,

multilateralism

for

problem-solving.
Ÿ South Korea’s disinfection model (“K-Disinfectio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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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1.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특징과 그 영향
전례없음(Unprecedented-ness), 포괄성, 무국경(Borderless-ness), 경제위축, 글로벌 리
더십의 부재: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 될 것이라며
새로운 역사적 구분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및 지역의 경계, 인종 및 민족적 경계, 이념적 차이 등을 알지 못
하며, 이른바 인위재난(Man-made disaster)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재앙의 희생자가 되었다.
- 리쇼어링(Reshoring), 디커플링(Decoupling), 경제위축 등; 올해만 해도 전 세계 국내총
생산(GDP) 손실분은 일본과 독일의 연간 GDP를 합친 규모만큼 클 것이라고 밝혀졌다.
- 미국과 중국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그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는데 협력하는 것을 저지했고, 따라서 바이러스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적인 글로벌 리더십은 부재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의 특징
Ÿ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변화 및 패러다임의 전환; 회복 탄력성(Resilience)에 초점을
둔 탈자본주의(Post-capitalism); 보호주의; 지정학의 귀환; 국가, 주권, 그리고 민족주의의
귀환; 인종주의(Racism) 및 외국인혐오(Xenophobia)
- 탈세계화 및 지역화
- 사회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 탈자본주의의 도래: 효율성에서 회복 탄력성으로 그 중요성의 변화
- 지정학, 지정학적 경쟁의 귀환, 그리고 지정학의 분열
- 국가, 주권, 그리고 민족주의의 귀환: 주권/민족주의 귀환을 기반으로 한 국가중심주의
(State-centrism)와 국제적 연대 및 협력 사이에의 긴장
- 정치·시민사회에서 인종주의, 민족 중심주의, 외국인 혐오 악용의 위험
3. 새롭게 등장하는/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당면 과제 분석
Ÿ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왜 협력적 글로벌 리더십은 부족한가?
- 국제사회는 지정학적(Geopolitical)/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 경쟁에 무게를 두는 전
통적 안보 사고의 맥락으로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다루는 습관/사고방식/강박적 관념의
함정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전통적 안보 개념/인식/계산의 덫에 걸린 미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하지 않았고 이 영역
에서의 그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했다.
Ÿ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에 있어 중견국들의 주목할 만한 역할
- 한국과 대만을 포함,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견국들의 등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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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춘 이 국가들은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고도로 혁
신적인 기술적 지원과 결합시키는데 성공했다.
Ÿ 국제정치에서 다극성(Multi-polarity)과 다원주의(Multilateralism)의 증가
Ÿ 현재와 미래 안보 이슈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해결 가능한 시스템
과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인가?
- 중국의 국가 중심의 위기관리 시스템 vs. 미국과 유럽의 민간 및 시장주도형 시스템? 또
는, 권위주의적이며 독재형 리더십 vs. 민주주의적 리더십?
-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빨리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 및 신약을 생산할 것인
가? 백신 민족주의는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4.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 방안: 우리 모두의 대응
Ÿ 새롭게 등장하는/비전통적 안보 이슈 및 전통적 안보 이슈를 인간안보에서 전통적 군사 안
보에 이르는 다양한 안보 이슈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 관
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Ÿ 가장 강력한 군사력 및 경제를 가진 소위 ‘선진국’일 수록 신흥 안보 이슈에 가장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혀야 한다.
Ÿ 의사 결정자들이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다룰 때 전통적 사고의 습관/사고방식/계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Ÿ 신흥 안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덕목을 기반
으로 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모델을 찾아야 한다.
-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지방 정부 및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연결해야 하고, 사회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높여야 한
다.
Ÿ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념적이나 가치기반이 아닌 보다 “실용적인” 다자주의를 촉진해야
한다.
Ÿ 한국의 방역 모델(“K-Disinfection”)은 세계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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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Covid 19 world order?)
Pax Americana (1945-2020) is over. An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superior power of the US and its leadership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 rule-based order which embodied values like
democratic governance, open markets, free trade, and multilateralism, etc, is
gradually being replaced by a “free for all” kind of disorder, as we are witnessing
from the way various nations respond to the Covid -19 pandemic. There are two
causes for the weakening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US global
leadership, one domestic and the other international.
(1). Domestically, American voters have become increasingly reluctant to support
the US’ shouldering the burden of global leadership. Domestic political support
for US leadership in uphold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s atrophied
mainly because of intensify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and the resultant
political discontent. For example, the US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as not able
to successfully accommodate the unemployed workers in the rust belt who were
suffering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s it failed to help that demographic get new
jobs by providing job-training and education or a robust social safety net. Their
ensuing rage was what led to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s US president in
2016.
(2). Internationally, the difference in the power levels of the US and China,
especially in economic terms, has diminished significantly. Confident in its rising
economic power, China is beginning to expand its sphere of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abroad. Especially, sinc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China has
transitioned into a more aggressive foreign policy,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its expansion of military influence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West Pacific being just a few examples.
(Where is the world order headed?)
(1).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only continue to
intensify. Some see it as the beginning of a new Cold War, even though the two
countries

are

still

deeply

interdependent

5

economically

and

socially.

The

competition will play out in diplomatic, military, economic, and ideological
spheres. Moreover, the recent ideological competition brought on by Chinese
efforts to export the China Model has brought this confrontation into sharp
relief.
(2). The vacuum in international leadership will likewise persist for the time
being, especially in terms of dealing with global common challenges like
pandemics, climate change, global economic crises, etc. At a time when global
integration is necessitating m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n ever, political
motivation for political leaders to mutually cooperate is actually falling off. At
present, we are witnessing a serious phenomenon of “leadership deficit” in global
politics.
(What are the key factors which will help stabilize the global situation?)
(1). The US— Will the newly elected (or re-elected) president be able to mobilize
strong domestic political support for pursing important domestic reforms (tax,
medicare, education, etc.)? Will he be able to use that to persuade the Americans
to support America’s leadership role in restoring liberal order? This will be the
most fundamental factor for stabilizing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As long as the US political leadership pursues its “America First” policy and
disregards liberal values,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there will be no hope
for reg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stabilizing international politics. Instead,
trying to form a coalition of like-mind countries and pressuring China to uphold
liberal international rules while simultaneously engaging China to urge its
cooperation in resolving common global challenges would be a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strategy for the US and the world.
(2). China— China’s sudden shift in foreign policy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surprised its neighbors in Asia. For example, its territorial claims over South
China Sea and its handling of Hong Kong-related issues, its wolf-warrior
diplomacy, and the recent border conflict with India have come across as
threatening to many nations.
Furthermore, the Chinese government’s recent efforts to export the China model
- a sort of authoritarian model – is worrisome to many democratic states. I am
doubtful that this is a wise strategy for China’s national interest. It seems that
China is attempting to export this China model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e lasting rule of the Communist Party.
However, this approach may backfire in that it may actually lead to increased
confrontation in the international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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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what China needs now is a Bismarckian prudence, as was demonstrated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of 1871. After achieving unification, Chancellor Otto
von Bismarck worked tremendously to prevent Germany’s neighbors from
creating a coalition out of fear for rising German authority.
(3). Role of middle powers— Will middle power nations be able to unite and
provide public goods for the international system? It remains to be seen, but so
far, there are no visible indications that this is so. Most leaders of middle power
nations are caught in the midst of two-fold or three-fold crises with the Covid-19
pandemic and various socioeconomic troubles.
(4). In conclusion, the outlook as of now is less than stellar.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what happen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how that impacts the
future dynamics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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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외교부 장관)
(코로나이후 세계 질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팍스아메리카나(1945-2020)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미국의 우월한 권력과 리더십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민주적 거버넌스, 시장 개방, 자유 무역, 다자주의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각자도생 방식의 혼란한 상황에
의해 점차 대치되어가고 있고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국가들의
최근 대응방식에서 목도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국제 리더십의 약화에는 미국 국
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두 가지가 작동했다.
(1).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점차 미국이 국제 리더십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싫
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화된 주요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그에 따른 정
치적 불만의 증가였다. 예를 들어 세계화 시대 고통 받았던 사양화된 공업지대 실업자들을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품어 안는데 실패했다. 미국 정부는 직업훈련이나 교육, 튼
튼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서 그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했다. 그들
은 분노했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권력 격차 특히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었다. 중국은 상승
한 경제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해외에 정치적 군사적 영향권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
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더욱 공세적이 되었다. 일대일로 프로젝
트나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의 팽창이 많은 사례들 중 하나다.
(세계질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1).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중 간에 경제 사회적으로 상호의존관
계에 있긴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신냉전의 도래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쟁은 외교,
군사, 경제, 그리고 이념 분야에서 진행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중국모델 수출 노력으로 인
해 야기된 최근의 이념경쟁 측면이 미중 간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2).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전염병, 기후변화, 세계경제위기
등과 같은 지구촌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하다. 전지구적 통합이
심화되어 국제협력은 더욱 시급한데 정치지도자들의 상호협력에 대한 정치적 동기는 훨씬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세계정치에서 심각한 “리더십 결핍”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세계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핵심 요인들은 무엇인가?)
(1). 미국—새로 당선된 (또는 재당선된)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국내개혁 (세금, 메디케어,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동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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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국제정치와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유주의적 가치나 동맹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을 무시
하면서 “미국우선주의”를 고집하는 한, 국제정치를 안정시키는데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연합을 형성해서 중국이
자유주의적 국제규칙을 지키도록 압박함과 동시에 전 지구적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협력하고 나오도록 포용하는 것이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2). 중국—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갑작스러운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을 놀라게 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 홍콩문제를 다루는 방식, 전투적인
외교 스타일, 그리고 최근 인도와의 국경분쟁 등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다.
게다가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모델, 즉 일종의 권위주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노력해
온 것이 많은 민주국가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중국 자신의 국
익을 위해서 현명한 전략인지 의심스럽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항구적인 지배를 위해 좀더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자 중국모델을 수출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은 오히
려 국제상황을 더욱 대결적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1871년 독일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 재상이 보여주었던 신중한
외교라고 생각한다. 비스마르크 재상은 통일 이후 독일의 주변국들이 상승하는 독일의 권력
을 두려워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막도록 대단히 노력했었다.
(3). 중진국들의 역할—중진국들은 서로 단합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체제에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아직은 그러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중진국들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염병 위기, 경제위기, 또 다른 사회적 위기라는 2중,
3중의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하튼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되고
그 후 미중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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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fense Dialogue 2020 Virtual Seminar
Session 1- Global Ord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e of COVID-19
2020.09.01.(Tue)
John J. Mearsheimer
(University of Chicago, R. Wendell Harrison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t is clear today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in deep trouble. The
tectonic plates that underpin it are shifting, and there is little that can be done
to repair and rescue it. Indeed, that order was destined to fail from the start,
as it contained the seeds of its own destruction.
The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orrifies the Western elites who built
it and who have benefited from it in many ways. These elites fervently believe
that this order was and remains an important force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around the globe. Many of them blame President Donald Trump for
its demise. After all, he expressed contempt for the liberal order when
campaigning for president in 2016; and since taking office, he has pursued
policies that seem designed to tear it down.
It would be a mistake, however, to think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in trouble solely because of Trump's rhetoric or policies. In fact, more
fundamental problems are at play, which account for why Trump has been able
to successfully challenge an order that enjoys almost universal support among
the foreign policy elites in the West.
Why i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serious trouble? And what kind of
international order will replace it?
I make three main arguments. First, because states in the modern world are
deeply interconnected in a variety of ways, orders are essential for facilitating
efficient and timely interactions.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international
orders, and which type emerges depends primarily on the global distribution of
power. But when the system is unipolar,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sole pole
also matters. Liberal international orders can arise only in unipolar systems
where the leading state is a liberal democracy.
Second, the United States has led two different orders since World War II. The
Cold War order, which is sometimes mistakenly referred to as a “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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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der,” was neither liberal nor international. It was a bounded
order that was limited mainly to the West and was realist in all its key
dimensions. It had certain features that were also consistent with a liberal
order, but those attributes were based on realist logic. The U.S.-led post–Cold
War order, on the other hand, is liberal and international, and thus differs in
fundamental ways from the bounded order the United States dominated during
the Cold War.
Third, the post–Cold Wa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as doomed to collapse,
because the key policies on which it rested are deeply flawed. Spreading liberal
democracy around the globe, which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building
such an order, not only is extremely difficult, but often poison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and sometimes leads to disastrous wars. Nationalism within the
target state is the main obstacle to the promotion of democracy, but balance of
power politics also function as an important blocking force.
Furthermore, the liberal order's tendency to privilege international institutions
over domestic considerations, as well as its deep commitment to porous, if not
open borders, has had toxic political effects inside the leading liberal states
themselves, including the U.S. unipole. Those policies clash with nationalism
over key issues such as sovereignty and national identity. Because nationalism
is the most powerful political ideology on the planet, it invariably trumps
liberalism whenever the two clash, thus undermining the order at its core.
In addition, hyperglobalization, which sought to minimize barriers to global
trade and investment, resulted in lost jobs, declining wages, and rising income
inequality throughout the liberal world. It also mad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less stable, leading to recurring financial crises. Those troubles then
morphed into political problems, further eroding support for the liberal order.
A hyper-globalized economy undermines the order in yet another way: it helps
countries other than the unipole grow more powerful, which can undermine
unipolarity and bring the liberal order to an end. This is what is happening
with the rise of China, which, along with the revival of Russian power, has
brought the unipolar era to a close. The emerging multipolar world will consist
of a realist-based international order,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anaging the world economy, dealing with arms control, and handling problems
of the global commons such as climate change. In addition to this new
international ord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lead bounded orders that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in both the economic and military rea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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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세션 1-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와 국제협력
2020년 9월 1일(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상과 몰락”
오늘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깊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밑
받침이 되는 지각판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
다. 사실, 이 질서의 시초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붕괴의 씨앗을 내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
패할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는 그것을 건설한 서구사회의 엘리트들과 그 질서로 인해 이득을 본
자들을 여러모로 두려워하게 한다. 이 엘리트들은 이 질서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
는 중요한 힘이었다고 믿고 지금도 그렇다고 확신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붕괴하는 질서를 두
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한다. 실제로 그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자유주의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에는 마치 이 질
서를 허물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정책들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修辭)나 정책 때문에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곤경에 처했다
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서구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
서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국
제 질서가 그것을 대체하게 될까?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현재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들은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
이다. 국제질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어떤 종류의 질서가 새롭게 출현하게 될지는 전
세계 국가들 간의 힘과 세력분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극 체제일 경우 패권국
의 정치적 이념 또한 중요해진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단극체
제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두 가지 ‘질서’를 주도해 왔다. 우선, 종종 자유주
의 국제질서로 잘못 해석되는 냉전질서(the Cold War order)는 자유주의도 국제주의도 아니
었다. 이 질서는 주로 서구에만 국한된 질서였고 핵심 디멘션(차원)의 대부분은 상당히 현실주
의적(realist)이었다. 물론 자유주의 질서와 상응하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속
성은 현실주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한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자유주
의적이고 국제적이기 때문에 냉전 당시 미국이 주도했던 상당히 한정적(bounded)이었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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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세 번째,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
했기에 붕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 질서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간
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때로는 치명적인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 내 존재하는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만, 세력균형 정치는 이를 막는 차단력
의 역할을 한다.
게다가, 국내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국제기구 자체에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개방된 국
경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질서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독점하는 원톱(Uni-Polar) 시스템
을 형성한 것을 포함하여 주요 자유주의 국가들 내부에 해로운 정치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 정책들은 주권 및 국가 정체성 등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갈등을 빚어낸다.
민족주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이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족주의가 압승하게 되고, 따라서 자유주의 질서의 핵심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무역과 투자 장벽의 최소화를 추구한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는 자유주의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감소, 임금 감소, 소득 불평등 증가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또한 국
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 위기의 재발을 촉진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
적 문제로 변질되어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지지를 더욱 약화시켰다.
초세계화된 경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질서를 훼손한다. 초세계화된 경제는 패권국이 아닌 다
른 나라들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단극체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유주의
질서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부활과 함께, 단극시대를 종식시킨 중국의 부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극화 세계(multipolar world)는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로 구성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를 관리하고, 군비를 관리·통제하며, 기
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국제질서
와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군사 분야 모두에 서로 경쟁하게 될 제한된
(bounded)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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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fense Dialogue 2020 Virtual Seminar
Session 1- Global Ord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e of COVID-19
2020.09.01.(Tue)
Wang Jisi
(Peking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President)
Six features in global politics were already evident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se features will continue to be unfolded after the
crisis fades away.
(1) Socioeconomic inequalities worldwide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globalization is the exacerba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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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societies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Gini Coefficient has gone up in almost
every society in the world. Economic growth, promoted by new technologies and
faster interflow of information, has benefited the “haves” much more than the
“have-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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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ise of a combination of populism and nationalism
Worsen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give rise to populism, as witnessed vivid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In multiethnic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populism is reinforced by nationalism that tends to blame other
countries for its own failure. “Populist nationalism” will be a long-term feature
and results in political divisions and polarization within countries as well as
tensions between nations.
(3) The emergence of strongman politics and authoritarianism
Socioeconomic inequalities and popular nationalism tend to breed strongman
politics and authoritarianism, which have already been manifested in a number
of nations like Russia, Turkey, India, and Egypt. Western-type democracies and
efforts to emulate them have failed, or met with insurmountable obstacle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ost-Cold War era. Western democracies
themselves also have to readjust their systems to deal with the tide of
immigration. The fighting against the coronavirus calls for resolute government
measures like social distancing and lockdown of public facilities, which are done
in favor of more powerful authorities and capacities of the government.
(4) Technological advancement as a double-edged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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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I and other technological innovations better the quality of human life but
may be used to restrict individual freedom and violate personal privacy. They
will also enlar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echnological warfare
like cyber war, space war, and biochemical war is more likely to happen than
conventional and nuclear wars.
(5) Intensifying geostrategic competitions
Geostrategic competitions will likely be intensified in the post-COVID-19 period
between China and India, over the South China Sea, between Iran and its Arab
neighbors and Israel, and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ay well become
a “new normal” in world politics.
(6) Bifurcation of global order
It is possible that the China-U.S. geostrategic competition will make other
countries have to choose sides between them in terms of trade, finance,
investment,

technology,

national

security,

and

politics.

Both

Beijing

and

Washington now see the world from a black-and-white prism – in Beijing’s
eyes, a struggle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nd in
Washington’s eyes, a division between democracies and non-democracies.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 no matter who wins the elections in November
2020 – are determined to mobilize their respective global resources in their
long-term strategic contention. To this extent, the world has moved into a
period of bifurcation that in many ways remind us of the Cold War. The vast
majority of other countries will resist the calls for taking side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Some may try to benefit from the China-U.S. contention.
The features I describe above have significant bearings for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 identify four security challenges on
the road ahead.
(1) Pyongyang is faced with less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d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t will show more political solidarity
with Beijing based on their ideological affinity. The DPRK leadership now has
more breathing space and time to consolidate its domestic order and is likely to
be assertive toward the U.S.-ROK alliance. It will also try to drive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2) Faced with increased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Seoul will try to
keep a delicate balance between serving as a military ally of the U.S. and an
economic partner of China. South Korea may face pressure from the U.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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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tical ally as part of the “democratic camp,” though the current leadership
in Seoul will be reluctant to be drawn into such an anti-China orbit.
(3) The rising nationalism in both Japan and South Korea makes it difficult to
improve their bilateral ties. That adds more obstacles to the construction of a
China-South

Korea-Japan free trade zone

and a broader archite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4) The emerging arms race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their preparations
for a military showdown over the Taiwan Strait may likely bring about
increased defense expenditures of regional actors.
I therefore offer four thoughts to reduce tensions and strength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1) Never give up efforts to build up a non-nuclear Korean Peninsula.
(2) To encourage North Korea to open up and conduct reforms.
(3) To continue efforts to establish a China-South Korea-Japan free trade zone.
(4) To strengthen mechanisms for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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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세션 1-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와 국제협력
2020년 9월 1일(화)
왕지스 (중국 북경대 국제전략 연구원, 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국제정치에는 이미 여섯 가지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전 세계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세계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의 심화이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국가 간 혹은 민족집단 간의 불평등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상승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및 빠른 지식의 흐름으로 인한 경제적 성장은 소위 ‘못 가진 자’들에 비해 가진
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선진국에 비해 대
응과 회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빈곤계층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친다.
2) 포퓰리즘 및 민족주의의 부상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었듯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포퓰리즘의 부상
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들에서 포퓰리즘은 자국의 문제점을 다른 국가들의
잘못으로

비판하는

민족주의로

하여금

힘을

얻는다.

이러한

대중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분화 및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3) 독재정치 및 권위주의의 등장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대중민족주의는 독재정치 및 권위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미
러시아, 터키, 인도, 이집트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냉전 이후, 많은 개발도
상국에서 서구형 민주주의를 모방하려 했던 노력은 실패했거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
히고 말았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이민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스템을 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시설의 폐쇄 등 정부
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더 강력한 권력에 유리하도록 행해
지게 된다.
4)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과학기술의 발전
IT, AI 및 기타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것들은 또한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기존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보다 사이버 전쟁, 우주 전쟁, 생화학 전쟁과 같은 기
술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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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 경쟁의 심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 인도 간, 남중국해 지역에서, 이란과 중동지역 인접국 및 이스라엘 간,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략지정학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은 세계 정치에서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가 될 수도 있다.
6) 국제질서의 분기(分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지정학적 경쟁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무역, 금융, 투자, 기술, 국가
안보, 정치 분야에서 그 둘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과 워싱턴 모두
이제는 흑백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본다- 베이징의 눈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투쟁,
워싱턴의 눈에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분열이 바로 그것이다. 2020년 대선 결과와 상관없
이 중국과 미국 모두 장기적 전략경쟁에 각자의 글로벌 자원들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렇듯 세계는 많은 영역에서 냉전을 연상시키는, 소위 분기(分岐)기에 접어들었다. 다른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상황에 저항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몇몇은 미·중 경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위 여섯 가지 특징들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안보 문제를 식별한 것이다.
(1)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덜 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이념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더욱 깊은 정치적 연대를 표명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제
국내 질서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
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또한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 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
려고 노력할 것이다.
(2)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서의
역할과 중국의 경제 파트너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현 지도
부는 반중 영향력에 속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한국은 ‘민주 진영’의 일부
로서 미국의 정치적 동맹이 되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3)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는 또한 한·중·일 자유 무역 지대 건설과 더 넓은 지역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걸림
돌이 된다.
(4)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흥 군비 경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결전에 대한 대비는 역
내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역적, 국제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2) 북한의 개혁개방을 독려해야 한다.
(3) 한·중·일 자유 무역 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4) 위기 예방 및 관리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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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fense Dialogue 2020 Virtual Seminar
Session 1- Global Ord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e of COVID-19
2020.09.01.(Tue)
Kishore Mahbuban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e Asia Research Institute,
Distinguished Fellow)
What Is the State of Our World Today
· The whole world is fighting against to the virus. The virus hops across the
borders but the reactions are being taken within the borders. COVID-19 is not
the only case that indicates that we are all on the same boat today. Challeng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illustrate how 7.5
billion people today live on the same boat.
· These challenges could be better solved if we were being led by wiser leaders. In
this regard, China and the US, the two major leaders of the world, should
acknowledge the COVID-19 is our common enemy and cooperative actions should
be carried out.
How is Geopolitics Affecting Our World Today
· Even though there will be not an all-out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ompetition will be ferocious, and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ill be
affected. Conflict over 5G technology, the UN Critique of China’s treatment of
Uighur are good examples. A number of countries need to decide on which side
they choose to align themselves between the two major powers- the US and
China.
· Not only countries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being hurt by this
geopolitical contests. This is a sad situation because now is the time when the
whole world should be coming together to support those organizations such as
WHO in order to defeat the virus. However, WHO has rather become a football
that has been kicked around in the geopolitical battlefield.
· Also, man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tried to use COVID-19 as a
means to criticize China. This type of American wariness of China is not solely
because of COVID-19 but due to a long-term structural geopolitical contest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We Overcome These Geopolitical Division
· Could the US and China work together in combating COVID-19? In theory, we
should be able to do so, as we are rational and intelligent human beings. In
practice, it is not likely to happen because this geopolitical contest is driven by
very deep, and structur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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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theless, the rest of the world, 6 billion people who live outside of the US
and China who are also affected by this contest, needs to actively emphasize the
benefits of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ng against to each other.
· Acknowledging the fact that our common challenges including COVID-19 are
bigger than our national challenges, we all need to face those challenges together.
The World Order After COVID-19
· The resurgence of Asia in world affairs and the global economy, which was
happening before the emergence of COVID-19, will be cemented in a new world
order after the crisis.
· Until today, it has been well observed how competent responses of East Asian
governments were compared to the Western governments’, which reflects the
quality of governance and cultural confidence of East Asian societies.
· Today, the quality of governance in East Asia sets the global standard along with
their distinguished leadership, strong government institutions, a respec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 culture of pragmatism and deep investments in public goods
and more.
· Taken together, the competence and confidence of East Asia will reshape the world
order. China would not overturn the rule-based global order however, will
systematically try to reduce American influenc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in accordance with growing China’s weight in global affairs, China will have to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ies.
* This paper is written based on the webinar ‘The Geopolitics of COVID-19 | Prof
Kishore Mahbubani’
(https://www.youtube.com/watch?v=JOshqq0umMU&t=1828s) and an article ‘Kishore
Mahbubani on the dawn of the Asian century’, (Economist,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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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세션 1-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와 국제협력
2020년 9월 1일(화)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국립대, 아시아연구소, 특별연구원)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은 어떠한가
·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바이러스는 국경에 상관없이 퍼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주로 국가 내부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만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지구온난화와 세계금융위기 등과 같은
문제는 오늘날 약 75억의 전 세계 인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현명한 리더가 상황을 이끌어 간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의 양대 지도자인 중국과 미국은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임을 인정하고
협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날 지정학은 우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면전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둘 사이의 경쟁은 매우 치열
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5G 기술을 둘러싼
갈등, 유엔의 중국 위구르족 탄압 비판 등이 그 예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WHO와 같은 기
구들을 지원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WHO는 지
정학적 전장에서 이곳저곳으로부터 치이는 축구공으로 전락하였다.
· 또한,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국가들은 중국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를 이용
하기도 했다. 이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구조적 지정학적 경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경쟁 자체가 매우 깊고 구조적인 힘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 경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약
60억 명의 사람들은 경쟁보다 협력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문제들이 국가 내부의 문제들 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들을 함께 직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
· 코로나19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속에서 아시아의
재기(the resurgence of Asia)는 현재 위기상황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로 굳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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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동아시아의 정부들이 서양국가의 정부들에 비해 상당히 유능하게
잘 대응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질과 문화적
자신감(cultural confidence)을 잘 반영한다.
·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의 거버넌스의 질은 뛰어난 리더십, 강한 정부기관, 과학 기술에 대한
존중, 실용주의 문화, 공공재에 대한 깊은 투자 등과 더불어 세계 표준을 새롭게 정립한다.
·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동아시아의 역량과 자신감이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 자체를 뒤엎지는 않을 것이나,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각종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참여 비중이 커지는 만큼 중국이 져야 하는 책임감도 함께 커질 것이다.
* 이 글은 웨비나 ‘The Geopolitics of COVID-19 | Prof Kishore Mahbubani’
(https://www.youtube.com/watch?v=JOshqq0umMU&t=1828s)와 ‘Kishore Mahbubani on
the dawn of the Asian century’,(Economist, 2020/04‧/20)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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