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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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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전략을 논의한다. 본 연구
의 질문은 북한 내전 발생 시 중국의 군사개입 조건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입 수준이 결정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해당 시기 가상의 국내-국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군사개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가상사실 분석과 더불어 미래연구 방법론에
서 핵심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분석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은 군사안보 분야 연구에 
있어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군사개입 전략, 북한 급변사태, 가상사실 분석, 시나리오 분석, 미래 연구

Ⅰ. 서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

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언급(Weitz 2010, 13)과 같이 북한 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도적 역할, 질서유지 역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역할 등 개입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Bennett and Lind 2011; Glas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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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yder 2010; Mastro 2018; Wortzel 2009). 이들은 북한 붕괴 시 또는 통일 

과도기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그러한 개입이 결정되는 역학을 

설명하는 데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상관관계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과학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피어론(James D. Fearon)은 다수의 정치학자

가 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는데 함몰되어 있으며, 

경험적 정치학은 반드시 실제 사건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가상사실을 

회피하려 해왔다고 지적한다(Fearon 1991).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

입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만약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군사개입 

조건들은 무엇이며, 중국의 군사개입은 어떠한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가상의 국내-국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군사개

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사건 또는 결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치학에서 ‘가상사실(Counterfactuals)’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보다 

적실성이 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과거 사례와 현상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시도한다. 

따라서 가상사실 분석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수들의 적용성을 가상의 

실험실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Nye and Welch 2011). 

또한, 본 연구는 가상사실 분석에 더해 미래연구 방법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증가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미래연구 방법론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또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은 

군사학 및 정치학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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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상사실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1.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

21세기에 들어 기존의 단극체제를 넘어 새롭게 도래할 ‘다극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으로 기술

의 힘은 외교, 안보, 군사 분야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초국가

적 위협인 대규모 자연재해, WMD 확산, 테러리즘, 전염병 등은 국제사회 변동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미래학’으로 불리는 분야가 등장했으며, 세계 각지에서 

미래 연구를 전담하는 학술단체, 기업, 연구소들이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도 1968

년 다양한 분야 석학들이 모인 미래학회가 창립되었던 역사가 있으며, 2000년대에

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미래예측 방법론이 소개된 

바 있다(최항섭·강홍렬·장종인·음수연 2005).

정치학에서도 가상사실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우선 정치학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분석 자체가 낯선 것이며, 또한 그동안 정치학 분야의 

예측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국내의 경우 정치학 분야의 몇몇 논문에서 미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는데, 주로 이러한 시도는 북한관련 연구, 즉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유형, 북한 체제변동 시나리오,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관호 2016; 정지웅 2002; 조경근 2010).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연구방법을 모델링하거나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

기 보다는 전망적 관점 혹은 연역적 추론에 의한 다양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미래연구와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과 과학적 접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1)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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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립상황에 처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국내의 경제난으로 전이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 임계점을 넘게 된다면 급변사태는 가상사실이 

아닌 사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한반도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안보 사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가상사실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은 ‘만약에(What if)’라는 질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2) 이러한 질문은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보다 적실성 있게 규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크스트룀(Mats Ekström)에 따르면, 인과적 설명은 

단순히 변수들의 경험적 상관관계 또는 경험적 법칙에 의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들의 인과적 속성과 과정을 밝혀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행동’은 내적으로 연관된 정신적 기질, 의미, 의도, 사회적 

맥락과 구조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Ekström 1992). 가령 복잡한 대내

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실제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인간의 선택은 구조적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스마르크, 히틀러, 체임벌린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행위자가 당시에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역사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사실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의 조건명제이다.3)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1)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형중. 2009 “통일학과 시나
리오 방법론.”『통일과 평화』, 제1집: 110-140; 황지욱. 2000. “시나리오 기법에 기
초한 한반도 통일의 예측과 남북한 접경지대의 균형적 및 환경친화적 개발구상.”『국
토계획』제35권 6호: 35-47; 김갑식. 2012.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현대북한연구』제15권 1호: 124-156; 이무철. 2012. “향후 10년 북
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제15권 1호: 
157-193.

2) 대표적 저서로 다음을 참조. Richard Ned Lebow. 2010. Forbidden Fruit: 
Counterfactual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가상사실의 철학적 중요성은 여러 개념 중에서도 인과(Cause)의 개념에 의해 잘 
전달된다. 따라서 가장 유망한 인식의 이론은 인과이론이기 때문에 가상사실은 인식
의 논의에 적절하다. John Collins, Ned Hall, and L. A. Pau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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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연과학과 달리 물리적 실험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사실 분석은 

정신적인 실험을 통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통제하면서 하나의 조건이나 

변수를 반대의 사실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가상의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4) 예컨대 “만약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여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어떠한 요인이 진정으로 

전쟁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고찰할 수 있다(Nye and Welch 2011, 65). 이처럼 

우리는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을 구성해 봄으로써 특정한 요인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해 볼 수 있다.5) 

가상사실 분석은 가상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이론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생성한다

는 점에서 실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론적 주장을 도출하는 사실적 분석과 

구분된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구조적 설명방식이 갖는 결정론적 단점을 극복하

는 데 유용하다. 예컨대 “냉전이 끝나면 세력균형이라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NATO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또는 “소련의 상대적인 경제적 취약

성이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다”라는 명제는 거시적 변수만을 고려하여 성급한 결론

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사실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설명방식의 단점인 

결정주의, 사후확실의 편향성(Certainty of hindsight bias) 등을 극복하고, 역사

적 사건들의 불확실성과 상황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더 중점을 두게 하며, 상황적 

요인들을 가상의 실험 속에서 재검토하게 해주는 도구이다.6) 

나이는 연구자들이 가상사실 분석을 시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네 가지로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Massachusetts: MIT Press.
4) 가상사실 논의의 기원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hilip E. Tetlock and 

Aaron Belkin. 1996. Counterfactual Though Experiments In World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라긴은 차이법이 하나의 이론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
의 경험적 사례와 관심 대상 현상의 이론적으로 순수한 상상의 상태를 대비하는 사
고 실험이다. 이러한 실험은 경험적 사례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고 해석 할 수 있
게 돕는다. Charles Ragin. 1987. The Comparative Metho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 가상사실 분석 방법론에 관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민병원. 
2006. “국제관계의 과학적 역사: 시뮬레이션과 반사실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27집 2호: 1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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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하여 소개한다(Nye and Welch 2011, 66-69). 첫째, 가상사실 구성의 ‘그럴

듯함(Plausibility)’이다. 19세기의 환경에서 20세기의 기술을 상상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현실에서 그러한 조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시간상의 근접성(Proximity in Time)’이다. 사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가상의 시점이 사실과 더 멀어질수록 보다 많은 요인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상의 시점은 현재와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이다. 

셋째, ‘이론과의 관계(Relation to theory)’이다. 가상사실적 논리는 기존의 이론

에 기초하여 논증해 나갈 때 보다 유용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실(Fact)과 연관지여 

신중하게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가상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역사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두

에 언급한 피어론(Fearon 1991)도 가상사실 분석의 유용한 점과 사용가능한 경

우, 실제적용의 예, 연구시의 주의점 등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르보우(Lebow 

2000)는 기존의 가상사실 연구들이 보여준 혼란을 정리하는 한편 가상사실 분석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가상사실 분석이 유용한 조건으로 첫째, 

분석 단위가 거시적인 경우, 둘째,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사고 실험을 통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심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가상사실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는 데 비해, 한국에서 가상사실 

분석을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 연구로 민병원(2006)은 실제 역사를 반복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실험을 통해 역사를 가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일정한 

‘규칙성’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정신적 

실험으로 시뮬레이션과 가상사실 분석을 제시한다. 그는 가상사실 분석을 활용한 

사례 연구에서 박정희 정부의 핵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의 상반된 가상사실을 구성

하였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재개했을 경우이다. 그는 이러한 상반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이중적 핵정책’은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윤태룡(2009)의 사례연구는 한일관계정상

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박정희의 리더십과 미국의 압력을 관계정상화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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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만약 장면내각이 유지되었다면’ 이라는 가상사실 

구성을 통한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권보다 빠르게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당시 일본의 반군사주의 정서를 변수로 

제시하여 간과되고 있었던 요인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상사실 분석의 특징 및 유의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통일 과도기 북한 내전 발생과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 분석을 위한 적실성 

있는 가상의 실험실 구성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

의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급적 현재와 가까운 시점을 설정하되, 그 상황 자체

가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나머지 환경 조건은 기존의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한편 가상의 실험실에서 주요 변수의 발굴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과학과 학문의 내면에는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중심축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불확정성은 관측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확대되고 

증폭되는 속성을 가진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앞날의 현상이 먼 미래가 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해하는 구조나 체계를 통해 설명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최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32-33).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

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불확실성과 불확

정성으로 인해 미래를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대안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듯함(Plausibility)’을 추구한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그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미래를 설명하는 내용이 

단정적이기보다는 가능한 미래에 대해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그러

한 결과들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역학을 설명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인간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일찍이 만들어진 연구 

방법이다. 개념적 측면에서는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에서 출발하여 무어

(Thomas More), 오웰(George Orwell)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의 현실에서 시나리오 방법은 군대의 전략가들에 의해서 전쟁연습(wa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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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 부문의 시나리오 기법은 19

세기 들어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와 몰케(Helmuth von Moltke)에 

의해 문서로 정리된다. 이후 196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시나

리오 기법들이 등장하였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미

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나리오 방법은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Bradfield 2005).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셀리나(Selina 2006)는 사회과학 연구의 측면에서 시나

리오기법의 효용성을 검토했고, 포스트마와 리블(Postma and Liebl 2005)은 전

략적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시나리오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제 각 부문의 이슈에 적용한 연구로 페티그루, 우드만, 카메론

(Pettigrew, Woodman, and Cameron 2001)은 ‘지속가능학(Sustainability 

Science)’의 체계적이고 잘 조직된 방법론으로서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했으며, 스와트, 라스킨, 로빈슨(Swart, Raskin, and Robinson 

2004)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환경학과 지구환경 변화가 가진 미래의 불확실성, 

인간의 선택과 복잡성이라는 요소를 극복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노욱(Snoek 2003)의 연구는 교육학에서의 시나리

오 방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처럼 미래학, 관리학, 경제학, 환경학, 교육학 등에서 시나리오 방법을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한 연구들이 발견되지만, 방법론 측면에

서 접근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일찍이 미래연구 방법론에 관심을 

가진 집단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다. 이들은 미래연구 방법론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그 체계를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임을 설명하면서, 

세계의 미래학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 기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최

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T.A.I.D.A>

T.A.I.D.A.는 스웨덴의 미래연구소인 Kairos Future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 

기법으로 5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미래에 영향을 줄 ‘현재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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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는 Tracking이 이루어진다. Tracking에서 찾아낸 변화들을 분석한 후 시

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인 Analysing이 이어지며, 시나리오 기법은 대부분 

Analysing 작업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T.A.I.D.A 방법론은 기업 프로젝트를 중심

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제시 이상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Imaging 작업

인데, 도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비전이 정해지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놓는 Deciding 

작업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는 문서화된 전략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들

을 제시하는 Acting작업이 뒤따른다.

<BASIC>

Betelle사의 BASIC 방법도 시나리오 기법을 핵심으로 하며, 미국 RAND의 교

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을 활용하고 있다. BASIC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핵심이슈를 명확히 하는 것: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요인(Factor)들

을 뽑아낸다, ②트렌드분석: 요인들의 변화추세를 연구한다, ③교차분석: 트렌드 

분석의 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트렌드와 미래상을 

추출한다, ④시나리오 도출과 상세묘사: T.A.I.D.A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트렌드

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방식은 라운드 로빙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트렌드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MICMAC>

미국과 함께 시나리오 분석 발전의 다른 한 축인 프랑스의 시나리오 방법이다. 

BASIC과 같은 교차분석에 의한 확률적 기법을 사용했으며,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낸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양적 자료들을 입수하고 교차분석의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때 각 변수가 다른 변수

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0-4점으로 매긴다, ②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고 불확실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한 

발생확률을 전문가에게 조사토록 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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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s Group>

The Futures Group은 주로 국제정치, 글로벌 방위산업 분야의 미래 시나리오 

연구를 하는 곳으로, 그들의 시나리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연구초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로 T.A.I.D.A와 유사하다, ②거시적 동인들을 도출하는 단계로 

T.A.I.D.A의 Tracking과 유사하다, ③시나리오 작업으로 T.A.I.D.A 가 2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2x2 테이블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네 가지 거시적 동인

(Driving force)의 조합으로 다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가능성이 낮은 것과 비논

리적인 것을 삭제하여 소수의 시나리오를 추출한다. 

<The Art of the Long view>

미국 GBN(Global Business Network)의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가능한 미래들

을 시나리오의 방식으로 전망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초점 이슈와 결정될 

사안을 명확히 한다, ②미시적 시각에서 주요한 동인들을 도출한다, ③미시적 동인

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동인을 도출한다, ④ 중요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서열화함으로써 2-3개의 핵심요인을 찾아낸다, ⑤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하는데 

T.A.I.D.A와 매우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들의 공통점은 우선 사전 준비 작업에서는 ‘질문

을 명확히 하는 것’, ‘알고자 하는 미래의 시간적 지평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행

된다. 다음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동인을 찾아내고 추세를 예측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에는 찾아낸 동인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대표

적으로 사용된 기준은 ‘영향력’과 ‘가능성’이었다. 영향 정도와 불확실성에 의해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동인들은 교차좌표 또는 테이블로 옮겨지고 이에 기초

하여 연구진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T.A.I.D.A와 Batelle사의 BASIC은 2×2 

메트릭스 분석을 주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BASIC과 MICMAC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통계방법을 적용하고, 다른 방법들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를 재정리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듯 각각

의 방법들이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전반적인 구성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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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수용하여 사회과학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면, 시나리오 분석은 정치학의 미래연구 방법론 진전에 기여하리

라 판단된다.

Ⅲ.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에 대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

여기서는 통일 과도기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상정하고,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제1단계에서

는 ‘북한의 내전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구성하고, 이어서 2단계에서는 ‘중국의 

군사개입’이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3단

계에서는 T.A.I.D.A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

입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였다.

1. 1단계: 미래 가상사실의 구성

미래의 가상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가능한 ‘그럴듯한’ 가상사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상사실의 시점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미래 가상사실은 한반도 통일 과도기에 발생 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구체적으로 북한 내의 분열로 인한 내전의 발발이다. 내전 발생은 연구자들의 다양

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북한의 

급변사태를 고려하여 한·미간에 논의되었던 군사대비계획에서도 북한 급변사태 

중 하나로 ‘쿠데타, 주민폭동으로 인한 내전상태’를 들고 있다.7) 이러한 심각한 

불안정은 중국 군사개입의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가상사실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제를 받고 있으며, 경제제제가 강화될수록 대내의 경제적 어려

7) “남북정상회담 거론 '작계 5029'란.” 『연합뉴스』 2013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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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극대화되는 경우 북한

에서 내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가상사실의 시점은 콜린스의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2022년 북한이 4단계 정권에서 소외된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과 5단계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거처 6단계 ‘체제 분열’ 

단계에 도달한 시점을 상정한다.8) 콜린스가 제시한 5, 6단계의 징후로는 군 지휘관

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지배층의 암투로 핵심인물들에 대한 공개처형

이 시작된다. 본 연구는 이 6단계 ‘체제 분열’의 시점, 구체적으로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 시점을 정신적 사고 실험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즈음하여 북한에서 군 지휘관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함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설정하였다. 

2. 2단계: 미래 가상사실 분석의 주요 변수 선정

2단계에서는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한다. 변수 도출과 관련하여 강장석(2006)은 중국의 대북 군사

개입을 촉진하는 변수로 사회주의 체제유지, 영토문제, 미국 영향력의 차단 등 

중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를 제시하고, 개입을 억제하는 변수로는 미국의 억지력, 

일본의 견제, 한중관계 등을 제시한다. 그는 중국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군사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북한의 체제 분열로 이어질만한 돌발사태 또는 대혼란이 발생하여 중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라미경

과 김학린(2006)은 국제법과 규범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적 수준의 개입으로 

자위권에 의한 개입을 들고 있다.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북한이 

요청할 경우, 북한 내 군사적 돌출행동이 발생할 경우,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통제

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중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8) 1996년 작성된 콜린스의 시나리오는 다소 오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쉬
운 유용성을 가진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경근의 연구를 참조할 것. 
Robert Collins. 1996. "Patterns of Collapse in North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5 Civil Affairs Newsletter; 조경근. 2010. “북
한 급변 시나리오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10권 2호: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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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2006)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동북지방의 안정, 미국주도의 자유 확산방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그는 

중국이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은 이를 전쟁상태로 간주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고, 국경지역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개입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내전확산

이나 원조지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개입보다는 간

접개입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정천구(2009)는 중국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이해관계, 체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경험, 그리고 지정

학적 이해관계를 제시한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자체가 동아시아 세력변화에 영향

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대북 군사개입의 

결정 요인으로 조중동맹의 발동, 북한의 사태가 중국의 국경지대로 확산되어 중국

의 안보를 위협할 때 자위권의 발동, 외국의 일방적인 군사개입, 대량살상무기의 

통제권 상실, 국제사회의 공동 군사개입에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을 설명하는 변수로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와 북한내전의 대결 구도를 선정하였다. 먼저 중국이 우려하

는 상황은 국경으로의 난민 대량유입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불안

정이다. 그런데 북한의 내전으로 국경이 불안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확보하거나, 나아가 한미동맹 중심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북한 내전의 결과로 반중세력이 새롭게 

집권하는 경우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경우 남북한과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3단계: T.A.I.D.A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 검토에 있어 대표적인 시나리오 

분석방법인 T.A.I.D.A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Tracking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를 만드는 Analysing 단계까지에 집중하여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 시점을 정신적 실험의 



｜ 46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봄호 제5권 제1호

가상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 즈음하여 북한에서 군 지휘관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함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주 행위자는 북한, 중국으로 설정했으며, 국제법과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먼저 Tracking 단계는 이슈와 관련된 ‘흐름’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현재를 

기점으로 가까운 과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슈에 관련된 

여러 ‘흐름’을 도출하며, 이를 ‘가능성’과 ‘영향력’에 따라 유형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Tracking 단계를 거쳐 ‘흐름’에 기초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Analysing 단계가 진행된다. 선별된 ‘흐름’들을 미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흐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

한다. 이때 다른 흐름에 영향력이 큰 지배적인 흐름을 찾아내어 ‘확실한 흐름’으로 

명명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면,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가 확실한 흐름이 된다. 

다음으로 ‘확실한 흐름’을 바탕으로 불확실하지만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설정한다. 

이 작업이 바로 시나리오 분석의 핵심이다. 즉, 미래의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흐름의 ‘불확실성’을 

찾아내고 이들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때 ‘불확실성’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지만, T.A.I.D.A에서는 통상 2개를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중국의 핵심이익의 침해 여부와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 유무는 중국의 자위권 행사와 결부되어 있는 반면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는 개입의 적극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자위권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급박한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근거로 유엔헌장 51조를 들고 있다.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침해의 급박성’이 문제가 되며, 이를 해석함에 있어 전통적 자위권은 물론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개입으

로 첫째, 조약의 규정에 따른 개입, 둘째,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개입, 셋째, 

반대 개입 등이 국제법상 정당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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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심이익의 침해 여부는 중국 국경 부근까지 교전 확산, 대량 난민의 국경 

유입, 대량살상무기 사용위협 등 중국 내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위협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핵심이익이 침해될 경우 중국은 자위권을 발동 할 수 있으며 

군사적 수단을 통한 개입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핵심적 이익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력의 상승과 함께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잠정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군사적 수단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수단으로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도 중국의 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친중세력 간의 내전일 경우는 내전 결과가 북중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망적 태도를 취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가 친중정권 대 반중세력의 대결로 

진행된다면 내전 결과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과 

더불어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적극적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구 분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 여부

유 무

내전

구도

친중세력

vs

친중세력

시나리오 1

(방어적-소극적 개입)

시나리오 3

(예방적-소극적 개입)

친중세력

vs

반중세력

시나리오 2

(방어적-적극적 개입)

시나리오 4 

(예방적-적극적 개입)

<표-1> 북한 내전발생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 시나리오

<표-1>은 중국 관련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와 중국의 핵심이익의 침해여부라

는 두 핵심 변수들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4가지의 시나리오의 예시이다. [시나

리오 1]은 ‘방어적-소극적 개입’으로 중국은 ‘자위적’ 군사적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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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

다. 개입의 수준이 가장 온건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방어적-

적극적 개입’ 상황으로 친중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시나리오 1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 정부에게 개입요청을 하도록 강요하면서까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 북중 국경에의 대량 난민 유입이

나, WMD의 위협 등이 존재하지 않는 ‘예방적-소극적 개입’ 상황으로 일방적인 

선제적 군사개입은 국제법적인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정

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국제사회와 미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예방적-적극적 개입’상황으로 정치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 

친중적인 정권이 승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지배세력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제적 규범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

양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중국

의 북한 내전 개입 시나리오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자들이 가상사실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과 미래 상황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

는 방법을 안내하고, 나아가 변수의 종류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치학계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축적된다면 군사안보 분야 연구 및 정치학 연구의 범주가 미래의 

시점으로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사실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연구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정치학의 가상사실 분석과 미래연구의 시나

리오 기법을 절충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1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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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북한의 내전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중국의 군사

개입’이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에서는 T.A.I.D.A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의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시도는 미래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동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확실한 흐름’들이 어떠한 ‘불확실성’에 

의해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되는지를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상황들을 구성해 볼 뿐 아니라 이러한 미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의 유용성 및 상호작용을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래 가상사실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사건 또는 결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발생하

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보다 적실성이 

약하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정치학에서는 가상사실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시도하는 가상사실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은 군사학 및 정치학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시도하는 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사실 분석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수들의 적용성을 ‘가상의 실험실’

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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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China's strategy of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hypothetical contingencies.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that what conditions China would consider for it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a civil war in North Korea, and which factors would 
affect the level of its intervention. To address these questions, we 
identify factors that could affect China's decision to intervene in the 
North and examine how those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hypothetical domestic-international environment. To this end, we 
introduce scenario techniques that play key roles in the future research 
as well as counterfactual analysis to enhanc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nalysis. The ‘Counterfactuals-Scenario analysis’ proposed by this 
study could be fruitful in that it provides a useful methodology for 
military and secur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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