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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ill continue to be a true follower of multilateralism...
Let us renew our firm commitment to multilateralism, work to
promote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rally
behind the banner of the UN to pursue greater unity and progress
(Xi, 2020).
“America is back, multilateralism is back. Diplomacy is back.” (ThomasGreenfield 2020)
China is not challenging the so-cal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s much as many think... China interacts differently with orders,
supportive of some, unsupportive others, and partially supportive
of still others (Johnston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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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习近平) 주석 취임 이후 외교 기조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면서 국제무

대에서 중국의 활동과 역할이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은 국제기구의 부담금 증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 국제기구의 분담
금 배정이 경제력― 특히 국내총생산(GDP) ―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국
의 기여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Broz et al 2020).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다자주의(多边主义: multilater-

alism)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 외교의 중점이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양자주의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다자주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
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에서 탈
퇴하거나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됐다. 더 나아가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다자주의 연대
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가 전후 국제질서의 안
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다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EU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EU의 트럼프 행정부 비판을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서 미국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침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시대에 중국의 다자주의는 그 진정성을 검증받
을 것이다. 다자주의를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에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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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기했던 동맹국 및 뜻을 같이 하는 동반국들과 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의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
넌스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등에서 미국의 우위를 활용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도 중국의 다
자주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다자주의는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도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
지고 있다. 한·중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를 시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EU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주의 연대
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
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근본으로 한 다자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김한권 2020).
여기에서 주의해야 점은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트럼
프 행정부 재임 기간 중 중국이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정한 기
여를 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다자주
의 외교를 자국의 국가이익에만 종속시킬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에 반대
하거나 협조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자유
주의적 국제질서를 존중할 경우, 중국과 어떻게 얼마나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재임
시기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를 비교한다. 3절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 학계에서의 다자주의 연구 성과를 검토
하고, 4절에서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미국, EU,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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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미 바이든 행
정부의 다자주의 정책을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와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2. 트럼프 시기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 비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물론 백악관에서 발간한
문서에조차 다자주의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8일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다자주의는 총 93회 등장하였다. 그중 외교정
책에 해당되는 사례는 36회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연설은 물
론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다자주의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
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
거나 중국에 편향적인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거나 분담금 지급
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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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및 조약 탈퇴 사례
미국의 탈퇴
기구

미국의 탈퇴 위협
조약

기구

•파
 리협약
•환
 태평양동반자협정(TPP)
•유
 엔 인권이사회(UNHRC)

•항
 공자유화 협정

•세
 계보건기구(WHO)

•포
 괄적공동행동계획

•유
 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유엔

난민구제사업국
(UNRWA)

(JCPOA)
•중
 거리 핵전력 조약(INF)
•외
 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세
 계무역기구(WTO)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만
 국우편연합(UPU)

선택의정서
•유
 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출처: Burke-White (2021; 6)

반면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대외행사에서 다자주의를 빈번하게 언
급하고 있다. 2014년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대외협력 부분
을 분석해보면, 다자주의에 대한 언급이 11회에서 193회로 증가하였다
(Huotari, Weidenfeld and Wessling 2020; 58). 다자주의에 대한 언급
빈도수는 트럼프 행정부 재임 기간 중 급상승하였다. 외교부 영문 홈페이
지에 게시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등장하였던 다자주의는
2019년 4월 이후부터 더 많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의 다자외교에
대한 관심은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 기조 연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
나 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다자체제의 권위와 유효
성을 보호해야 합니다”(Xi 2017)라고 주장하였다[부록 참조]. 인민일보에
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2020년 12월 8일 인민일보 영문판을
검색했을 때 다자주의는 3,927 회가 등장하였는데, 그중 3/4인 2,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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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
지 언급되었다.
연설문에서 언급된 다자주의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중
국이 다자주의를 견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둘째는 다자주의를 일
방주의와 대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다자주의는 유엔 원칙과 헌장의 존중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온 다자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지배 구조와 운영방식 모두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유엔 체제에 있는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중국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국 출신이 최고위직에 계
속 진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자
개발은행과 중국-중동유럽 협력체(China-CEEC: 17+1)과 같은 지역 협

력체를 신설하여, 다자주의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庞中英 2015;
Bisley and Taylor 2015; Swanström 2017; Tosone 2018; Carrozza

2019; Gómez Martos 2019; Kondoh 2019; Gupta 2019; Song and
Pavlićević 2019; Gåsemyr 2020).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다자주의 공세를 사실상 방관하였다. 가장 근
본적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자 협상을 선호했던 것에 있다. 미국과 함께 다자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EU도 중국의 다자주의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영국의 탈퇴 결정 이후 EU는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
지 못하는 등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0). 미국 우선주의의 압박과 EU의 지원 약화는 개발도상국들의 대중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자 외교무대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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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Akhtar 2018; Benner 2019;
Moreland 2019).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2020년 중국은 미국에 대해 네 가지 도
전에 성공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이 WTO에서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당하
다는 판결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주장한 무
역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WTO 2020). 두 번째는 WHO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이다. 코로나
19 위기 발생 직후 중국은 바이러스에 가장 먼저 감염된 국가로서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WHO가 중국에 편향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분담금 지급 거부는 물론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에서 이
탈하였다. 중국은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하고 백신 개발에도 참여함으로
써 미국과 대조되는 행보를 이어갔다. 세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9월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화를 달
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주장하
며 2015년 파리협약을 탈퇴한 후 약 1년 지난 시점에서 나온 이 선언으
로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었다. 마지막으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정된 이란 제재 연장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의 찬성 입장을 지지한
국가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유일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프랑스, 영
국, 독일 등 11개국은 기권하였다. 이러한 표결 결과로 미국의 스냅백 메
커니즘 시도는 실패하였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평가
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자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있다. 중국이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전 세계 각국에 보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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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에 기반을 둔 다자주의라기보다는 자국에 동조하

는 국가들을 규합하는 다자외교(多边外交; multilateral diplomacy)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다자주의는 인권, 민주주의, 자유무역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하기보다는 외교정책의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의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
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은 핵심이익을
건드렸다고 판단할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제재를 서슴지 않고 부과하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다자주의는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제정된 규칙을 잘 준수하는 규칙 제정자의 외교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자주의를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중국은 국제레짐에서 위선자나 방관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표 2> 국제레짐에 대한 이념형 접근
잘 준수함

잘 준수하지 않음

규칙 제정에 적극적 참가

규칙 제정자

위선자

규칙 제정에 소극적 참가

규칙 수용자

방관자

*출처: Wang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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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다자주의: 정의, 역사, 사례
1) 정의
일반적으로 다자주의는 규범의 중요성,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포용, 제
도화된 자발적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다자주의는 규범
에 입각한 국제질서로 정의된다. 현재 국제질서의 핵심 규범은 17세기 이
후 유럽에서 발전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외교정책의 차원에서 다자주의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는 수단적 다자주의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다자주의는 외교정책의 수단
이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와 국
제법을 지지한다. 반대로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 강대국들은 다
자주의를 무시하고 폐기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능적 다자주의이다. 이 입장은 다
자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이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중시
한다. 중견국들은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데 다자협력을 활용한
다(de Wijk, Thompson and Chavanne 2020; 17-19).
국제정치학계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 강대국 사이의 권력의 배분 구조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및 신제
도주의에서는 다자주의를 “셋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조정해나가는 것”(Keohane 1990, 731)으로 규정한다. 반면, 국제협력
의 제도화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에서는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일반화된 행동 원칙에 따라 국가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형태“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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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uggie 1993, 11). 이 두 정의 사이의 차이는 국가이익과 국제제도 사
이의 우선순위에 존재한다. 현실주의와 신제도주의에서는 국가이익을 증
진할 때만 다자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반면, 자유주의와 구성
주의는 자국의 국가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다자주의에 대한 논의도 서구 국제정치학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Chung 2005: 유동원 2012).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첸
원롱(錢文榮)은 다자주의를 일방주의/고립주의와 구분되는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접근하였다(錢文榮 2001). 반면 구성주의를 중국에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야칭(秦亞靑)은 어느 한 국가가 3개 이상의 국가들
과 협력을 하는 다자외교와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제도를 통해 협력을 추
구하는 다자주의를 구분하였다(秦亞靑 2001). 후종산(胡宗山)도 구성주의
관점에서 다자주의의 규범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胡宗山 2007).
전자는 공식적 제도의 유무가 중요한 반면, 후자는 비공식적 규범, 가치,
원칙을 중시한다. 즉 전자는 형식적 측면, 후자는 실질적 측면을 강조한
다(王正 2015).
중국 학계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90년대 말까지 소
급된다. 이 당시 연구는 유엔 가입을 전후로 중국의 다자외교가 어떤 변
화를 가져왔는가에 주목하였다. 이후 앨러스테어 이에인 존스턴(Alastair
Iain Johnston)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제기구
가입이 중국의 외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들을 통
해 국제기구에 대한 부정적/소극적 인식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론적 논의와 사례 분석을 결여하였다는 한계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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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WTO 가입 이후 국제기구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다자외교와 다자주의
는 국익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다자주의가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다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이 촉진될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자주의 연구의 초점이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동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비중과 위상이 상승하면서, 중국
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변화·개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이 대두하였다. 이런 점에서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중국의 다자주
의가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되고 있다(He 2019).

2) 역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은 위상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왔다(靳

诺 2017; 99-102). 1950-60년대 중국은 방관자(outsider)로서 서방 국

가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거부하거나 저항하였다. 중국의 다자외교는 사
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한정되어 있었다. 197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진정한 의미의 다자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WTO에 가입을 한 이후 중국은 참여자(participant)로서 다자주의 질서
에 본격적으로 편입하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은 기여자(contributor)로서 국제기구와 글로
벌 거버번스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Lui 2020, 488).
첫째, 1949년부터 1971년까지 중국은 국제제도의 외부인이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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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서 중국은
국제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국경분쟁으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이후 중국은 소련 주도의 국제기구에서 방관자나 반
대자 역할을 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기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외교활동을

수행하였지만(王明生, 李长春 2016),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규범에 따르기보다는 사회주의권과 개발도상권에서 미국 및 소련과 다른

독자적 영향권을 추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당시 중국의 대외활동은 다
자주의 외교라기보다는 다자외교로 평가된다.
둘째, 197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글로벌 국제제도의 참여자
로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참여는 미국과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제한적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된 이후 중국은 유엔 체제의 전문기구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거버넌
스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다양한 다자기구에 가입을 함으로써 다자외교의 범위
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목
표 때문에, 중국 및 사회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기구에서
활동은 수세적/피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인
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직후 중국 외교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였
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됨으로써,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핵심인 WTO 협상을 1999년 타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중국 경제를 완전히 개
방하게 된 1999년 WTO 가입 협상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Wa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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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이 된 2001년 이후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기
구에 더 많은 분담금은 물론 새로운 국제기구도 설립하고 있다. “적은 책
임을 지고 무임승차하던 중국은 책임을 지는 건설자·개혁자·행위자가 되
어 장기간 낡은 제도의 피해자·반대자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제도의 건설자와 인솔자가 되었다.”(靳诺 2017; 101-102)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경제적 부

상이 명확해지면서 중국은 경제력에 부합하는 외교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도광양회(韬光养晦)에서 유소작위(有所作为)로 외

교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중국은 대외적 역할의 확대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심을 기울였다.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확대하면서 중국은
다자주의 원칙을 외교 정책의 기조에 포함시켰다(Wei 2008; Wuthnow
2012; 양순창 2005; 김기정, 천자현 2009; 이정남 2017).
시진핑 정부에서 다자주의 외교의 부상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
심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국제사
회의 각종 행위 주체가 일정한 국제 협력 제도를 통해 글로벌 문제의 실
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결하는 것”(靳诺 2017; 95)으

로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
체학습에 반영되어 있었다. 2015년 10월 12일 27차와 2016년 9월 27일
35차 집체학습에서 최고지도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토론의 결과는 “중국이 세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로 발돋움하
려면 응당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국제 시스템 변혁을
이끌어야 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靳诺 2017;

7)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중국은 기존 국제기구의 지배 구조와 운영방식
에서 신흥대국의 역할과 비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글

17

로벌 거버넌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참가자·개혁자·개설자·조
정자를 자임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외정책
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런 맥
락에서 다자주의는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구상, 중국 경로(中国道路
; China path), 중국 방법(中国式办法; Chinese solution) 등의 맥락에

서 검토되었다(Ekman 2016; 宋伟 2015; 李向阳 2018; Rosellini 2015;

Piccone 2018; Maull 2019; Huang 2019; Chinadaily 2019; Zhou
2019a & 2019b; Zhang 2019; He 2019 & 2020). 더 나아가 중국이
AIIB, 신개발은행(NDB) 등을 수립한 후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제정자
로서 역할 전환을 모색하면서, 다자주의 외교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

원에서 검토되고 있다(叶玉 2017; 尚伟 2019; Renard 2015; LaForgia

2017; Ramon-Berjano 2018; Carey and Ladislaw 2019; Chin 2019;
Elmer 2019; Munir 2019; Zhu 2019; Lui 2020).
이런 점에서 중국은 글로벌 거너번스 속의 중국(China under global
governance)에서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China’s global governance)
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Lui 2020, 480). 최근 친야칭은 다자
주의 질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국가 주
권 원칙에 기반을 둔 기존의 다자주의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자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패권
국가의 능력과 선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존 다자주의는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자주의, 참여, 파트
너십의 원칙에 따라 다자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서 그는 20대 강대국과 유엔 체제를 함께 연결하는 ‘G20+1 접근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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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Qin 2020).

3) 사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다자 국제기구는 유엔이
다. 2010년대 이전까지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개
발협력과 같은 비전통 안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러나 최
근에 중국은 전통 안보에 속하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Godement et al 2018).
유엔 체제 산하 15개 전문기구에서도 중국의 약진은 분명하다. 2020
년 기준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
합(ITU),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수장이 중국인이다. 중국의 지지
를 받아 선출된 비중국인 수장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에티
오피아 출신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중국에 편향
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유엔 체제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로 발생한 지도력과 재원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
다. 중국은 유엔 및 평화유지군(PKO) 분담금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위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유엔과 PKO에서 중국(각 12%, 15%)은 미국(각 22%, 27%)의 절반
보다 조금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또한 고위직(사무차관보급 이상)
에서 미국인이 26명, 중국인은 3명에 불과하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한 2017년 통계에서 미국인은 5,274명, 중국인은 1,1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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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 기록에 반영되어 있다. 5대 상임이사국들 중에서 중
국은 거부권을 가장 적게 행사한 국가이다. 구 소련과 러시아는 100번 이
상, 미국은 50번 이상인 반면, 1971년 유엔 회원국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 된 이후 중국은 총 16회 밖에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 처음 중
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72년 방글라데시의 유엔 가입안이었다. 이
때 중국의 거부 명분은 소련 제국주의였다. 1997년 과테말라 옵서버 파
견 및 1999년 마케도니아 PKO 파병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모두 대만과
관련이 있다. 당시 양국 모두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려는 입장을 가지
고 있었다.
최근 중국의 거부권 행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용 빈도가
21세기 들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16회 중 13회가 러시아와 일치
하였다. 2011년 이후 시리아에 대한 안보리 행동에 대해서 10회, 미얀마
(2007년), 짐바브웨(2008년), 베네수엘라(2019년)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
중국은 반대하였다. 셋째, 거부권의 명분은 주권 존중(내정불간섭)이었
다. 즉 중국에게는 인권 및 인도주의적 개입보다는 국가 주권 원칙이 우
선이다.
2020년 7월 7일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원조 관련 유엔 안전보
장 이사회 결의안을 거부하였다.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7월 10일 만료
될 예정인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까지 구호물자 수송의 허가 연장이었
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유엔은 시리아 북서부 지역 국경 지역에서 수
백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 280만 명을 구호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중국
이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는 시리아에 대한 원조와 제재의 불일치이다. 원
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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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조를 터키를 통하기보다는 시리아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결의안을 막는 데에는 미
국, 영국, 프랑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U는 트럼
프 행정부가 EU가 주도하여 성사시킨 이란 핵협상에서 탈퇴한 것을 비판
하였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스
라엘에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 국가
들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미국을 견제하는데 성공한 것이
다.
또한 비상임 이사국들(2년 임기 순환) 중에서 아프리카 3개국이 중국
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 가입 이전부터 비동맹
운동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왔다. 탈냉전 이후 미국
과 러시아의 지원이 줄어들은 반면 중국의 원조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
자와 교역이 급증하였다. 또한 중국은 유엔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될 때마다 국가 주권 원칙의 존중을 내세워 아프리카 국가들을 옹
호하는데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Great Lakes
Region of Africa) 유엔 특사로 아프리카 3개국 대사를 역임한 시아후앙
(夏煌)이 임명되었다.
PKO 활동에 대한 중국의 참여도 증가해왔다. 중국은 PKO를 다자주
의 협력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선전하고 있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
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8,000명 파견을 제안하였다. 2020년 6월 기준으
로 중국은 2,534명을 파견하고 있다. 시 주석의 연설 시점보다 500명이
줄어든 숫자이지만, 나머지 4대 상임이사국이 파견한 평화유지군 합계보
다 두 배 많다. 현재 규모가 가장 큰 남수단 평화유지군(12,000명)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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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관이 중국인이다. 평화유지군 활동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 공조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 2020년 6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프랑스인의 수단
특사 임명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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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PKO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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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PKO 참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
방 국가들은 인민해방군의 해외파병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의 4/5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아프리카― 남
수단 1,072명, 말리 426명, 레바논 419명, 수단(다푸르) 370명 및 콩고
226명 ―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위험한 분쟁지역에 파병을 꺼
리고 있다. 또한 중국이 중시하는 국가 주권 원칙을 따라 인도주의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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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도 소극적이다(Gowan 2020).
중국은 서방이 중시해온 정무국 활동에도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미
국이 유엔 분담금은 물론 기부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반면 중국은 용도
비지정 기부금을 유엔 정무국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엔이 직
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미얀마, 북한, 스리랑카, 몰디브 등과 관련된 최
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국가들에 대한 유엔 내 논의를 주도하고 있
다. 2016년 정무국은 중국인 최초 초급전문가(JPO)를 받았으며 2017년
에는 정무국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연락사무소를 베이징에 설치하였다
(Feltman 2020).

4.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주요국의 대응
1) 국제적 평가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다자주
의 외교를 공공외교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이런 시각에서 중국의 다자주
의 외교는 연성권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외 홍보나 선전에 불과하다. 즉
중국의 다자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
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해온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의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경제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점점 더 가중되면서, 중국

23

은 미국의 견제를 극복/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자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다자주의 활동을 고찰해 보았을 때, 탈냉전기 국제사회에
서 밸런싱으로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중국은 다자간 국제체제 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한
일극체제 공고화를 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석희 2007, 361) 다
른 한편, 다자주의 외교를 미국 중심적 다자 질서 속에서 증가하는 중국
의 부상에 대한 위협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张云 2015; 李杨, 高天 2016).

다자주의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들 중 하나인 중국이 다자주

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은 소득수준이 상승하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국가 보조금을 철폐
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에 더욱더 부합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반대로 행
동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국은 자유무역 원칙에 위
배되는 조치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다자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가장 대
표적인 예는 중국의 해양법에 대한 유엔협약의 자의적 해석이다. 특히 북
극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해양법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라
고 볼 수 없다. WTO의 비시장경제 지위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의 전
략도 다자주의와 부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양자 FTA를 체결할 때 상대
국에게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자주의
를 무력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대부분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작업장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
는 문제다(Gómez Martos 2019).
반면,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정책이나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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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제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
국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
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다자주의는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미국의 일방주의 때문에 침식된 다자주의 질서를 중국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
진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Kastenr, Pearson and Rector 2019 & 2020).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킴으
로써 WTO가 발전시킨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
령이 2015년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
력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코로나 19 위기에 큰 피해를
입은 후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백신 개발 공조에 불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간 다자주의를 지
탱해왔던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Moreland 2020).
미국의 다자주의로부터의 후퇴/이탈은 다자주의의 근저에 있는 서구
중심적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다자주의에 중
국적 특색을 투영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권과 인
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는 서구와 분명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 논의가 국내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
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
다. 그렇지만 국내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다면,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서구 자유주의와 차이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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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대응
(1) 미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 외교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국
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들어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점점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교토의정서 비준, 국제형사재
판소(ICC) 설립, 대인지뢰 금지협약 등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국
제적 공공선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Ruggiu 1994; Moynihan
2019; Pascal 2019; Patel and Hansmeyer 2020; 민병원 2018).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자
주의 외교를 급속히 주변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을 둔 일방주의를 추구했다(Russel 2019). 취임 이후 트럼
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였다. 2017년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탈퇴하였으며, 10월에는 반이스라엘 편향을 문제 삼아
UNESCO에 탈퇴를 통보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약도 탈퇴
하였으며, 2019년에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재판관 임명
을 거부함으로써 WTO의 분쟁 조정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다자조약을 폐기한 후 양자조약을 결
합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으로 대체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하려는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Stewart 2019).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발생 이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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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행정부는 WHO가 친중 편향이라고 비판하면서 분담금 지급 거부를
선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례
는 2020년 3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선거가 유일하다.

미국은 중국 출신이 왕빈잉(王彬颖) WIPO 사무차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다렌 탕(Daren Tang) 싱가포르 특허청장을 지지하였다(Navarro 2020;
Liu, Wang, and Li 2020).
코로나 19 위기에 대한 국제공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행
정부는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크게 약화시켰다. 미국과 달리 중
국은 2020년 10월 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
면역연합(GAVI, 백신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인
‘COVAX Facility’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핑계로 국제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자주의 외교에서 중국에 대한 미
국의 정치적 및 도덕적 우위가 유지되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주
의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Jones and Malcorra 2020).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은 국제법에 대해 유연하고 기능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기존 국제
법의 근본적 변화 없이도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새롭
게 등장하는 국제법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과 기준을 생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Williamson 2020; Richardson).
(2) EU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EU의 입장은 양면적이다. 한편에서는 EU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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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파리협약 탈퇴, NATO 분담금 인상, 미국-EU FTA
등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Gowan and Dworkin 2019). 이런 점
에서 EU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를 지
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제20차 중국-EU 정상회의에서
EU는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촉진하자는데 합의하였다. 2019년 말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 상소
기구를 마비시키려 하자 EU는 중국을 포함한 15개국과 함께 일종의 ‘그
림자 상고 기구’를 설립하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주관하는 양제츠(杨洁

篪)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과 왕이(王毅) 국무위원이 2019년과

2020년 2월 15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
이 아니다(Yang 2019; Wang 2020).
다른 한편에서는 EU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다자주의에 미치는 영
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9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이
자 체제 경쟁자(systemic rival)로 규정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9). 실제로 EU는 투명성 부족, 국가 보조금, 분쟁 합의 절차 등의 문
제를 시정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한 EU는 일대일로 구
상에 대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
다. 현재 17+1에 참여한 중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가 이 구
상에 참여하고 있다(Jakóbowski 2018; Šimalčík 2018; 崔洪建 2020).
EU는 인권과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 원칙적 차원의 대응
을 모색하고 있다.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EU는 중국과의 협상
에서 홍콩 송환법 및 보안법, 신장 및 티베트의 종교 탄압 문제 등을 제기
하였다. 또한 EU는 중국이 다자주의적 경제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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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면서 중국의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2> 중국에 대한 원칙 우선 접근법 하에서 네 가지 전략 행동 논리

개입과 형성

강제와 봉쇄

높음
무역 및
인터넷 거버넌스

상대적 권력
(집단적) 정치적 의지,
가용지원,
대중 의존도

인권과 개발
일반적 원칙

낮음

지지와 영향

저항과 제한

낮음

높음

동반자

경쟁자

적

체제적 차이

*출처: Huotari, Weidenfeld and Wessling (2020; 64)

(3)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
다자주의 연대는 2019년 4월 독일과 프랑스 외교부가 규칙에 기반한
다자질서를 강화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 협의체(https://multilateralism.
org)이다. 양국은 그동안 다자주의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미국이 일방주
의를 추구해 다자질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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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험을 막기 위해 양국이 미국을 대신해 다자주의를 옹호하겠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현재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국제 규범, 협약 및
제도를 보호·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자주의 연대에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 비정
부기구가 참여할 수 있다. 출범할 때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을 포함해
14개 국가가 참가하였다. 참가한 국가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이슈별 연합
체(issue-based coalitions)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중점을 두
고 추진하는 의제는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보, 정보
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동반 관계, 기후와 안보의 공동 입장, 평등 및 치
명적 자율 무기체에 대한 11개 원칙 등이다.
(4) 네덜란드
다자주의를 외교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는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다자주의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력의 차
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다자
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일방주의로 대응하게 되면서, 이
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중견국인 네덜란드가
다자주의의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de Wijk,
Thompson and Chavanne 2020).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67년 설립 이후 ASEAN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eality)’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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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다자주의 외교를 활발하게 펼쳐왔다. 안보적 차원에서 ASEAN
은 1994년부터 역내·외 강대국과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안보 문제
를 논의해 왔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부터 한·중·일
과 함께 ASEAN+3 협력체를 구성하여 통화스와프과 FTA를 성사시켰
다. 또한 ASEAN은 EU와 함께 1996년부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를 결성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을 논의해 왔
다(Keukeleire and Hooijmaaijers 2014).
ASEAN에서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지 않다.
1994년 ARF에 참여한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같은
안보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冷鸿基 2019). 또한 ASEAN

회원국들과 중국 사이의 경제교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
하였다(Singh 2010; Chung 2013; Goh 2014; 贺凯 2018). 이런 점에

서 ASEAN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렇
지만, 중국과 ASEAN 사이의 격차가 계속 커지면서, 중국위협론이 재점
화되었다. 특히 일대일로 구상으로 중국 자본의 진출이 가속화되는 연선
국가들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남중국해 연안 국
가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Yeo
2018; Shoj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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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정책 전망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
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었다. 미국우선주의가 미국의 고립으로 귀결되
었다고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Biden 2020). 유엔대사 린다 토마스-그린
필드(Linda Thomas-Greenfield)의 “미국이 돌아왔다, 다자주의가 돌아
왔다, 외교가 돌아왔다”(Linda Thomas-Greenfield 2020)라는 발언은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가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전환을 알렸다.
따라서 바이든 시기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트럼프 시기와 달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각료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바이
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정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
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가 미국의 고립으로 귀결되었다고 비
판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
은 명확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핵심 주체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동맹국들이 포함될 것이다. 각각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조하면 중국
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자주의의 중점이 경제에서 안보와
인권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 개최가 들어 있다. WTO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전까지 어떤 종류의 무역협상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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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선공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규범과 기준
을 정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표준과 첨단 기술이 권위주
의/독재 정권의 강압 통치를 합리화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
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투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Biden 2020a & 2020b).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중시 정책은 2021년 3월 공개된 『국가안
보전략 중간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필수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참여자로서 재개입을 하며
우리의 재정적 의무를 충분하게 그리고 제때 충족할 것이다. 기후변화에서 지
구적 보건,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적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의 재활성화, 디
지털 연결성 및 기술 거버넌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발전 및 강제 이주와
이민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다자 기구에서 효과
적인 지구적 협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도국 역할을 재개할 것이다(White
House 2021; 13).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언급하였다. 한
편에서 인권, 민주주의,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해서는 중국을 압박을 하겠
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기후변화와 전염병 확산과 같
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
다. “우리는 기후변화, 지구적 보건안보, 군비통제 및 비확산과 같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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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운명이 뒤엉켜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력을 환영
할 것이다.” (White House 2021; 21)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
자주의 무대에서 중국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6. 정책적 함의와 대응전략
중국은 국력이 커지는 만큼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고 해서 중국이 다른 회원국들을 무시하고 유엔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75년 동안 유엔 체제가 발전시킨 다자주의 원칙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미국을 중심
으로 서방 국가들이 단결한다면, 중국이 다자주의를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중국의 다자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우선주의가 득세하여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일방주
의적으로 행동할 경우,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수
호자를 자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季思 2018; 邱昌情 2019).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유엔을 비롯해 다자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
당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하고, 민주주의와 가치 중심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다자외교와 이슈에서 확전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중이 향후 다양한 다자 이슈에서 상호 대립할 경우 한국과 같은 국
가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우리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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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원칙과 지향성을 점검하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 입장을 정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지지하는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의 이념적 기반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규범, 가치, 원칙이다. 여기에
서 주의해야 점은 미국이 다자주의의 모든 측면을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된다고 간주하는 국제기구
와 국제조약에는 참여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 역시
마찬가지로 인권, 개발, 환경, 테러, 보건 및 사이버 분야에서 상당히 불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기준으로 볼 때, 인권과
테러 및 사이버 분야에서 현재 중국의 입장은 국제적 합의와 상당한 차이
가 있다. 반면 개발,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는 중국은 국제 기준/모범규준
을 어느 정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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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비교
중국 지지

중국 반대

유엔 체제
유엔 안보리
유엔 PKO
NPT
세계은행

미국

IMF

지지

WTO
G20
APEC

개발권에 대한 정치적/시민적 자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거슬리는 보호할 책임
유엔 체제 외부에서 경제 제재
무허가 무해통항 및 EEZ 군사행동
다중 이해관계자 사이버 거버넌스

지역 FTA
몬트리올 의정서
무조건적 민족 자결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안보리의 독자적 제재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

미국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규제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미·중 모두 비준

반대

중거리핵전력조약

거부)

유엔 중심 사이버 거버넌스

집속탄 금지 협약

AIIB

무기거래협정

이란 핵협정

유엔 안보리 개혁
TPP

*출처: Johnston (2019; 20)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응 방안은 사안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입장을 구분해야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이익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
장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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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응 방안: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 및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미국)의 입장
찬성

반대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

전면적 협조

부분적/조건부 협조

기준에 대한 태도

미준수

부분적/조건부 협조

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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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연설문에서 다자주의 언급

일  자

제  목

내  용

2017년
1월 17일

Keynote Speech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7

We should adhere to multilateralism to
uphold the authority and efficacy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2018년
5월 8일

Keynote Address by H.E.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ASEAN Secretariat

Both China and ASEAN countries have
benefited from free trade, and it is hence
in our common interests to uphold
multilateralism and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2019년
4월 26일

Keynote Speech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need to act in the spirit of
multilateralism, pursue co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 and keep all
participants motivated.

2019년
4월 27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Press Conference of The
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will uphold multilateralism, and work
to foster a framework led by the BRF and
underpinned by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2019년
4월 27일

Opening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Leaders’
Roundtable of The 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pirit of multilateralism, we need to
earnestly advance the institution building
for Belt and Road cooperation to provide
a strong underpinning for our practic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2019년
6월 5일

Written Interview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Mainstream Russian
Media Organizations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as the embodiment
of multilateralism, is crucial for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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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2일

Xi Jinping, Working
Together for a Brighter
Future of China-Tajikistan
Friendship

We need to jointly uphold multilateralism
and the free trade system, oppose
unilateralism and bullying tactics, and
commit ourselves to improving and
updating the global governance system.

2019년
6월 14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19th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It is imperative that we uphold the
international system with the United
Nations at its core, promote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and make the international
order more just and equitable.

2019년
6월 15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Fifth Summit of the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hina will stay committed to practicing
multilateralism to safeguard the
international order underpinned by
international law.

2019년
6월 28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Global Economy and Trade
at the G20 Summit

The goal of the reform is to bring the WTO
up to date and make it better able to deliver
its mandate of enhancing market openness
and boosting development, and the results
should be conducive to upholding free
trade and multilateralism and to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Premier Li Keqiang’s
Written Interview With
Russian News Agency TASS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now face
mounting new challenges.
We will enhance friendly relations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and work with them to
uphold multilateralism and support the UN
in playing a central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2019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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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일

Speech by H.E.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18th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 of Member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Only by embracing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and opting for openness and
cooperation can we draw strength from
complementarity and share the benefits of
cooperation.

2019년
11월 4일

Speech by H.E.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22nd ChinaASEAN Summit

By showing our shared commitment to
open and inclusive cooperation, China
and ASEAN can set a fine example of
promoting multilateralism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free trade worldwide.

2019년
11월 5일

Speech by H.E.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14th East Asia
Summit

We need to firmly support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safeguard the multilateral
trading regime with the WTO at its core,
and make economic globalization more
open, inclusive, balanced and beneficial
for all.

2019년
11월 5일

Keynote Speech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cond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hina is a champ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 supporter of
multilateralism.

2019년
11월 15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BRICS Brasilia Summit

we need to champion and put into practice
multilateralism.

2019년
12월 25일

Remarks by H.E.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Eighth
Trilateral Summit Meet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hile sustaining the momentum of our
respective development, we must stand
firmly by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and move forwar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t will be our concrete action to uphold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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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Keynote Speech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Extraordinary ChinaAfrica Summit On Solidarity
Against COVID-19

we must stay committed to upholding
multilateralism.

2020년
7월 28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Fif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China always supports and adheres to
multilateralism, and pursues development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spirit
of openness and mutually-beneficial
cooperation.

2020년
9월 22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High-level Meeting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The 75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UN
has been a period of rapid development of
multilateralism.
To put into practice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ism, we must act, not just talk.
China will continue to be a true follower of
multilateralism.
Let us renew our firm commitment
to multilateralism, work to promote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rally behind the banner
of the UN to pursue greater unity and
progress.

2020년
9월 22일

Statement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General Debate of the
7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e should stay true to multilateralism and
safeguard the international system with the
UN at its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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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일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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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iew Given by
State Councilor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Of President Xi Jinping’s
Participation in and
Important Statements
at High-level Meetings
Marking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He took a clear stand and unequivocally
reiterated China’s firm commitment to
multilateralism, the authority of the UN,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the
vision of building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China is a founding member of the UN that
was the first to put its signature on the UN
Charter. It has also been a firm supporter
of multilateralism. How China views global
governance and what position it takes is of
great interest to all parties.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the pursuit of multilateralism.
President Xi stressed the UN has stood
one test after another, and the UN Charter
remains an important guarantee for world
peace and development.
They are also the solid actions taken by
China to support multilateralism.
Although we live at a momentous time of
profound changes unseen in a century, we
still believe that no matter what difficulties
and obstacles may lie ahead, the pursuit
of the Chinese nation for rejuvenation
will not be stopped, the just cause of
multilateralism will not be halted, and the
prevailing trend of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world will not be reversed.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20th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 faces
a major test with choices to be made
between multilateralism and unilateralism,
openness and seclusion,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History has proven and will continue to
prove that good-neighborliness will prevail
over a beggar-thy-neighbor approach,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ill replace
zero-sum game, and multilateralism will
win over un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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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Official Ceremony of the
Third Edition of the Paris
Peace Forum

Since its inception, the Forum has enabled
partie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on
improving global governance, promoting
multilateralism, and safeguarding world
peace.
We need to uphold multilateralism, oppose
unilateralism, hegemony and power
politics, and reject all forms of terrorism
and acts of extreme violence. We need to
work together to safeguard equity, justice,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

2020년
11월 17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12th BRICS Summit

First, we need to uphold multilateralism,
and safeguard peace and stability in
our world. History teaches us that
multilateralism, equity and justice can keep
war and conflict at bay, while unilateralism
and power politics will inflate dispute
and confrontation. Flouting rules and
laws, treading the path of unilateralism
and bullying, and withdrawing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reements
run counter to the will of the general public
and trample on the legitimate rights and
dignity of all nations.
Facing the choice between multilateralism
and unilateralism, and between justice
and hegemony, we BRICS countries must
stand up for equity and justice in the
world. We must hold high the banner of
multilateralism, and defe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020년
11월 19일

Keynote Addres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APEC CEO Dialogues

China will remain committed to
openness and cooperation, and adhere
to multilateralism and the principle of
extensive consultation, joint contribution
and shared benefits.

2020년
11월 20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27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It is important that the Asia-Pacific
should remain the bellwether in
safeguarding peace and stability, upholding
multilateralism, and fostering an open
world economy.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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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1일

Remark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Session I of the 15th G20
Leaders’ Summit

We should uphold multilateralism, pursue
openness and inclusiveness, promot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keep
pace with the times. The G20 ought to play
a bigger role in this process.

2020년
12월 1일

Speech by H.E.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19th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 of Member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We need to uphold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and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system.

2021년
1월 25일

Special Address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World Economic Forum
Virtual Event of the Davos
Agenda

The way out of them is through upholding
multilateralism and building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Multilateralism is about having
international affairs addressed through
consultation and the future of the world
decided by everyone working together.
Multilateral institutions, which provide the
platforms for putting multilateralism into
action and which are the basic architecture
underpinning multilateralism, should
have their authority and effectiveness
safeguarded.
Multilateralism should not be used as
pretext for acts of unilateralism. Principles
should be preserved and rules, once
made, should be followed by all. “Selective
multilateralism” should not be our option.
We are doing this as a concrete action
to uphold multilateralism and as a
contribution to protecting our shared home
and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Let us all join hands and let multilateralism
light our way towar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출처: 중국 외교부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zyjh_66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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