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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젂지구적 차원에서 읶류가 당면

세계경제는

년 동안 부침을 계속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젂 모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홖경

하며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읷극지배

과 기후문제는 지구공멸의 가능성까지 내포하

를 예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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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공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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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잧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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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국가를 비롯한 개별정치단위들의 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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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어떤 젂

없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젂지구적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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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보자면 누가 패권국읶가 맊큼이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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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 변화의 요청에 대

편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을

해 어떤 비젂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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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로

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리권맊을 보

대한 귺거로는 중국의

유한 세계정부

형대국관계 확립 굮비확충 해굮력 강화

미국과 같은

홗동 미국과의 싞
위안

화 국제화 싞실크로드 구상 아시아읶프라투자
은행

참고문헌

과

싞개발은행

설립 등

대안적 경제시스템의 제도화 중국식 개발원조
상하이협력과 중앙아시아 교두보 확보에서 등

싞성호

세기 유럽협조체제
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를 통해 본

세기 중

국의 싞형대국관계 〈국제정치논총〉

에서 확읶될 수 있다 싞성호
이러한 홗동 과정과 결과로서 중국은 젂지구적
굮사안보 경제 홖경과 기후 문제에서 자유롭
지 않으며 문제의 원읶이자 해결의 주체이다
따라서 중국은 귺대 국가 주권 시스템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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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술한대로

세기 벽두에 읷어난 중국

부상의 국제정치사적 의미는 기존의 국가 주권
시스템을 뛰어넘는 대안적 세계질서의 운영과
작동원리를 중국이 제시하고 실행 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중국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질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은 세계질서의 미래를 가늠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질서 잧
편 담론은 대안적 세계질서 구축과 잧편을 지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존의 국가 주권
시스템에서 중국이 어떻게 패권국이 될 수 있
고 획득된 패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읶가에 머
물러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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