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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유일

두만강

의 다자협력 기제로서 1990년대에 출범하여 2016년 현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
다. 첫째, 양자주의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왜 이러한
다자협력기제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 두만강개발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두드러지는 경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북아 국가들
이 이러한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결국 다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되었는
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략의 변
화를 제도적 변화의 핵심원인으로 간주하는 기존연구들의 국가주의적 접근법에
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제도적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두만
강개발계획의 다자적 제도의 틀이 고착화되어 온 과정을 제도적 행위이론의 접근
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국 두만강개발계획이 다자적 틀로서 동북아지역에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관계로 구성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적 행위자가 다자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중심 행위자를 고착시킴으로써 구조적 제약을 일부 완화시키고 제도적 변화를 촉
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GTI의 제도화 과정은 전
반적으로 주변적 행위자가 중심행위자를 견인하여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형성하
는 상향식 제도화의 과정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T

he Greater Tumen Initiative is the only existing institutional forma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ince the 1990s. Re-

gar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umen Project, this study would
like to raise two questions. First, how it was possible for this mult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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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to be formed in Northeast Asia where international relations
are either lacking or mostly bilateral. Second, why did the member countries decided to maintain and eventually revitalize the organization even
though it failed to present any remarkable progress for a long time. Unlike
the former studies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nation states, this study
came into a conclusion that the efforts of non-governmental actors - such
as academic circ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business,
etc. - were far more crucial than the state actors’ in forming and revitalizing
GTI(TRADP). The non-governmental actors propelled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GTI(TRADP) by inducing and locking the state actors 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they initiated. And by doing so, they partially mitigated
the structural pressure of the Northeast Asia and successfully facilitated
the new form of multilateral institution in the regio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GTI generally went through a ‘bottom-up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which the peripheral actors produce institutional ‘path
dependency’ by attracting central actors into the framework they designed
to serve their best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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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1990년대에 출범하여 2016년 현재까지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력 기제로서 존재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이 제도화되어
온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봄으로써 두만강개발계획이 형성되고 발
전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만강개발계획이 설립된 1990년대 초는 동구권의 해체와 함
께 냉전의 갈등양상이 막 해제되기 시기였으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다수의 구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던 동북아시아 지
역에서는 다자협력은커녕 국가 간 국교정상화도 채 이루어지지 못
했던 시기였다. 물론 1990년대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
역, 동남아시아 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범지역주의 프로젝트가 다
수 가동된 시기이기도 하다. 냉전의 장벽에 가려져 있던 역내 경제
적 상호보완성의 잠재력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
역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것이다. 두
만강개발계획 또한 이러한 1990년대의 세계정치적 풍토하에서 가
동된 기제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Hughes 2002, 130). 그러나 당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서로 다자적 협력을 시도한 경험이 전무하
였으며, 상호 정치체제 및 경제 발전 단계에 있어서 높은 이질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다자적 협력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한 만한 사실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두만강개발계획이 25년 동안 진행되는 과
정 속에서 두드러지는 경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적 지속이 효율성 중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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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주의적 접근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두
만강개발계획은 초기 제도적 프레임이었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성과 부

진으로 인한 장기적인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2005년에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을 확장시킨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새롭게 전환되어 그 제도적 생존을 지속해

왔는데, 오랜 기간 동안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다자적 제
도를 동북아 국가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
실은 매우 흥미롭다. 여기에 더하여 GTI는 2009년 이후 201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으며 두만강 지역의 개발 사업들 역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러한 모습은 두만강개발계획이 장기적인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왜
다자적 협력의 틀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력 기제
가 어떻게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 전략의 변화
를 제도 변화의 결정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에서 지역협력 기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전략적
관심과 의지이며, GTI가 제도적 침체 및 재활성화를 겪어 온 시기
는 동북아 국가들이 두만강지역에 보인 전략적 관심의 변화와 일
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의 정치적 전략이 다른
모든 변수들을 압도하는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
도 설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을 설
명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국가결정론적 접근은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 관계를 맺

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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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있어 주로 양자 관계의 구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
구하고 왜 굳이 GTI라는 다자적 틀을 고수하며, 해당 지역에 대
한 국가적 관심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이러한 제도적 틀에 비용
을 들여가며 계속 유지해 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둘째, 국가결정론적 접근은 ‘소지역협력(sub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이라는 특수한 GTI의 제도적 틀이 본질적으로 지니

는 행위자 다양성을 간과한다. 소지역협력이란 국가 전체가 아니
라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접경지역의 일부 영토를 개방하여
경제적 발전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협력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필연적으로 국가행
위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지방정부,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참여하도록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다. GTI는 동북아 지역에
서 최초로 시도된 소지역협력의 기제이며, GTI의 제도적 형성 및
발전 과정은 각 국가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UNDP,
지방정부인 길림성 정부, GTI 사무국 관료, 동북아 학계 및 민간기
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공유된 이익을 지니는 단일한 집합
행위자로 간주하는 국가주의적 접근은 GTI의 제도화 과정을 설명
하는 데 있어 내용적 한계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이 제도적으로 형성되
어 유지되고 소강기를 거쳐 다시 활성화되는 일련의 제도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국가전략 중심의 구조적 설명뿐만이 아
니라 좀 더 다변화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과정을 함께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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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280

2017. 2. 8. 오후 2:52

구조-행위의 복합적인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특히 비국가행위자,
혹은 국가하위행위자(subnational actor)들이 새로운 협력의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고 국가행위자를 설득하고 유도하며, 이러한 프레
임워크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지역
정치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시켜 제도적 발전을 견인하는 메커니즘
에 대하여, 최근 신제도주의 연구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제도적 행
위이론(Institutional work theory)’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밝혀보
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적 측면을 논함
에 있어 그동안 강조되어 온 구조적 설명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자 차원의 설명을 보충함으로써 구조-행위 논의에 대한 보다 풍부
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제도적 행위이론의 적용
1. 제도적 행위
신제도주의 연구는 제도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동형화
(isomorphism)’와 같은 구조적 변화 과정을 중요시해 왔다. 그러

나 연구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점점 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제도 변화의
‘내재적 동인(endogenous sources)’이 되는 행위자의 ‘의도적 행
위(purposive action)’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행위자와 제도의

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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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실천
적 접근(practice approach)’의 맥락에서 최근 등장한 것이 ‘제도
적 행위 이론(Institutional work theory)’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149).

제도적 행위(Institutional work)란 제도의 변화과정을 지칭
하는 용어로, 제도가 오직 개인의 자율적 행위(agency)를 통해
서만 재생산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는 인간의 ‘의도된 행위
(purposive 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버거와 루크만(Berger
and Luckmann 1966), 그리고 슈츠(Schutz 1967)의 개념화에서 출

발하고 있다. 개별 행위자들은 제도를 대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
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형
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제도적 행위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는
롱(Wrong 1961)이 지적하듯이, 제도적 압력을 지나치게 강조하
여 제도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사회학의 과잉사회화
(oversocialization) 경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Dobbin
2010, 1; Berger and Luckmann 1966; Schutz 1967; Wrong 1961).

제도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처음 고안한 디마지오(DiMaggio
1988)는 제도 연구에서 이익과 행위자의 자율성이 제외되어 온 점

을 비판하며, 이러한 접근법은 제도 연구의 대상을 성공적으로 확
산되고 제도화된 조직적 형태와 관행에만 국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제도화 ‘과정’에 대해 잘 설명해 주지 못한
다고 지적하였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해체되는 일련의
과정은 결코 이익이나 정치적 과정 없이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필
연적으로 행위자들의 정치적 노력과 전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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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처럼 특정한 제도적 구성을 원하는 행위자가 자원을 동원
하여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제도적 혁신(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이라 개념화하며 제도
적 분석에 행위자(agency), 권력(power), 이익(interests)을 포함시
키고자 하였다(DiMaggio 1988, 3-22).
로렌스, 수다비, 그리고 레카(Lawrence, Suddaby and Leca
2009)는 이러한 디마지오의 초기 관념을 더욱 발전시켜 제도행위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제도적 행위에 대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목적
성 있는 행위(purposive action)” 라고 정의하며 개인이나 일개 조
직의 ‘목적성’을 강조하고 행위자가 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넘어서
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종종 의도
되거나 예상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그들은
지금까지 행위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성공적
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 낸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
에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가 쉽게 간과되
어 왔음을 지적하였다(Lawrence et al. 2009, 11; Pawlak 2011, 357;
Lawrence and Suddaby 2006, 215-254). 따라서 이들은 신제도주의

의 실천적 접근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실천적 프레임워크에서는 결
과적 효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도적 행위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 성취가 아니라 일련의 행위들이 이
루어지는 ‘과정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제도적 변화란 결과가
있는 닫힌 과정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
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열린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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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변화와 ‘제도적 혁신가’
제도적 행위이론에서는 제도적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을 취하고 있다. 우선 제도화된 조직의 형태는 물질적 혹은 이념
적 이익을 가지는 행위자들이 그를 생산(재생산)하고자 ‘제도적 행
위’를 할 때 생산(재생산)된다. 제도적 행위는 조직 안에서 끊임없
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행위자를 사회화한다. 제도적 행위이론에서
는 제도적 변화를 주도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혁신가(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의 개념을 강조한다. 제도적 혁신가의 개념은

디마지오(DiMaggio 1988)의 연구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는 충분
한 자원을 지닌 조직된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높은 가치를 두는 이
익을 실현할 기회를 포착했을 때, 자원을 동원하여 현존하는 제도
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제도
적 혁신가는 제도적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자로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 네트워크, 협의체, 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
위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도적 혁신은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를 포함하게 된다(Lawrence and Suddaby 2006, 215;
Dobbin 2010, 1-3).

디마지오는 제도적 혁신가의 조건이 변화를 추구할 자유의지
(volition)라고 상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기 연구들은 행위자의 의

도성을 강조하였지만, 최근 연구는 제도적 단계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성이 변화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고도 새로운 제도
를 만들어내는 행위자의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도적 혁신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행위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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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하지 않고,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행위의 동기와 과
정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도적 관행을 구
축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제도화 과정의 측면에서 여
전히 제도적 혁신가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때 제도적 성공과 실
패의 여부는 해당 제도에 속한 행위자들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DiMaggio 1988, 12-16).

제도 안에서 행위자가 지니는 사회적 위치는 곧 그 행위자
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권력의 정도를 결정한다. 지배적 행위
자(dominant actor)는 현재의 구조적 상황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
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를 이끌 충분한
능력과 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공하거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낮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주
로 주변적 행위자(peripheral actor, marginal actor)이다. 많은 경우
에 제도적 혁신가는 제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으
며 갈등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변화를 추구할 동기를 가진다. 물
론 지배적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 역시 변화를 추구하
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변적 행위자들은 상대적으로 제도
적 내재화 정도가 낮고 불만족 정도가 높기 때문에 대안적 아이디
어를 추구할 동기가 훨씬 높다. 그러나 주변적 행위자들은 상대적
으로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를 직접 도입(impose)하
기보다는 설득과 협상을 통하여 주변 행위자들을 유도하고자 한
다. 여기에 더하여 제도적 환경(field conditions) 또한 제도적 혁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 환경 내에 존재하는 제도 간 이질
성이 높을 경우 내부적 모순이 생기면서 제도적 혁신의 동기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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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게 되며, 제도화 정도가 낮은 제도의 경우에도 높은 불확실성
으로 인해 제도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즉 이미 제도적 관
행과 규범이 깊숙이 내재화된 성숙한 제도보다는 새롭게 만들어
진 미성숙한 제도 안에서 제도적 혁신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
은 것이다(Hardy and Maguire 2008, 202-204; Battilana, Leca, and
Boxenbaum 2009, 68-73).

3.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구조적 요건과 행위적 노력이 상호작용하는 기제에 주목하고
자 한다. 특히 주변적 행위자의 제도적 혁신 노력이 중심행위자를
설득하고 지역정치 구조를 변형시키는 ‘상향식 제도화(bottom-up
institutionalization)’의 과정에 분석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즉 〈그

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북아 지역정치의 구조적 제약이 강
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별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
여 새로운 제도적 틀을 고안하고 이러한 프레임을 설득하고 추진
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경직된 지역정치 구조를 부분적으로 완
화시킴으로써 제도적 변화를 견인하는 혁신적 행위자의 역할에 주
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적 행위이론에 따르면 제도적 행위자는 지배적인 위치에
서 자원을 독점하는 중심행위자와 보유자원은 부족하지만 변화의
동기를 강하게 지니는 주변적 행위자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에서 중심행위자를 자원과 의사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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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북아 국제관계)

↓ ↑강화/완화

제약

중심 행위자
(중앙정부)

↓ ↑견인

→

추동 요인
Driving Force

제약

주변 행위자
(비중앙정부)

제도적 변화

→

촉진 요인
Facilitating Force

출처: 본 연구 II절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 제도 변화에 대한 구조-행위 복합적 접근의 도식화

정을 독점하는 국가행위자로 상정하고, 주변적 행위자를 아이디어
를 제공하고 제도적 틀의 변화를 촉진해 온 비국가행위자(국가하위
행위자 포함)로 상정한다. 제도적 혁신을 추구하는 주변적 행위자

는 비중앙정부, 즉 비국가행위자(non-governmental actor)와 국가
하위행위자(sub-national actor)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여기에는 국제기구와 지방정부 및 관료, 동북아학계, 기업 등 다양
한 층위의 행위자가 모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주로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보다 더 다변화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층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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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

두만강개발계획은 1990년대 초에 출범한 이후 〈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크게 두 번의 제도적 이행을 경
험하였다.
우선 1990년대에 UNDP의 추진하에서 첫 동북아 다자협력제
도인 TRADP가 형성되어 1995년 회원국 5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의 서명하에 공식 출범하였다. 두만강 지역은 지리적 여

건, 관련국의 자본-노동-자원 간 상호보완성, 개발 잠재력 등에서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개발될 경우 집단재를 차출하여
관련국 이익 증대 및 장기적 역내 갈등 완화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초기 TRADP는 참여국들의 긍정적인 반응하에 야
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초기 기대와 달리 TRADP는 관련국들

TRADP

GTI

UNDP regional programme
Intergovernmental Economic
														
Cooperation platform
1990

1995

2005

2011-2013

2016

Member-driven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

▼

•1990. 두만강하구
무역특구(SEZ) 논
의
•1991. UNDP
가 두만강개발계획
(TRADP) 개시

•중국, 러시아, 몽
골, 한국, 북한의 5개
국 간 두만강개발에
관한 다자협력체 설
치에 공식합의

▼

•회원국 지분 확장
•지리적 범위 확장
•2006-2015 전략적
계획(SAP: Strategic
Action Plan) 수립

▼

•포괄적 전략 검토
•사업의 제도적 기반 수립
•수요사업분야의 기초조사 및 실행
계획 확립
•지방협력위원회(Local
Cooperation Committee) 조성
•수출입은행 협의체 결성

출처: Wang 2014, 5.
그림 2. 두만강개발계획의 형성 과정

288 국제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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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법과 제도적 절차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가운데 잠재 투
자자들을 유인하는 데 실패하고, UNDP의 자체 추가 예산 확보 어
려움과 사업 성과 부진을 이유로 공동개발 사업의 성격을 상실하
고 접경 3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시킨다는 선택적 사업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TRADP 사업 계획이 침체됨에 따라 2005년에는 TRADP의 지
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내용을 새롭게 수립한 GTI가 탄생하게
되었다. GTI는 전환된 이후 2009년부터 제도적 구상 및 사업 계획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조직 구성을 새롭게 하고 신규 프로
젝트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감행하였다. 또한 2010년부
터 현재 UNDP 산하 기구로 존재하는 GTI를 독립적인 국제기구
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어, 2017년 현재 GTI는 PostGTI 혹은 동북아경제협력기구(NAECO: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로 명명되는 국제기구로의 이행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 분석
두만강개발계획이 다자적인 틀로서 동북아 지역에 형성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며 다시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
변적 행위자의 제도적 혁신 노력과 중심행위자의 전략이 상호작
용을 하며 맞물리는 과정에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선
GTI라는 다자기구의 형성을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러
한 제도적 틀을 구성하고 그 틀 안에 국가행위자를 유인하고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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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창지투 개발계획

한국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

러시아 정부
신극동개발계획

제도적 혁신가
▼

동북아학계

지방정부
길림성

관료
GTI사무국/기재부

제도적 혁신가

제도적 혁신가

제도적 혁신가

▼

▼

구조
(동북아 국제관계)

GTI 활성화
제도적
고착효과
(Lock-in
effect)

출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두만강개발계획 제도화 과정에서의 행위자 상호작용

한 주변적 행위자들의 다양한 제도적 혁신 노력이 제도적 고착 효
과(lock-in effect)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었지만, 이러한 주변적 행
위자들의 제도적 노력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국가행위자들이 전략적 관심을 보이며 물질적 환경을 조성해
준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림 3〉은 이처럼 두만강개발계획의 제
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행위자가 취한 역할을 도식화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두만강개발계획(GTI)이 제도적으로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었던 표면적인 원인은 회원국 중앙정부들(특히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이 두만강 지역의 개발을 축으로 하

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수립함에 따라 두만강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적 관심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
문이었다.1 그러나 이러한 국가개별전략 차원의 관심이 굳이 GTI
1

두만강개발계획이 형성되고 침체기 이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두만
강 유역 국가들의 전략적인 관심의 변화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대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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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다자적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원
인은, 그러한 전략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지역에 다자적 프레임워
크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주변적 행위자들의 제도적
혁신행위에 대한 내부적 과정의 고찰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었다.
GTI의 제도화 과정에서 주변적 행위자들이 취했던 제도적 혁
신기능의 내용은 다음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6가지 제도적 혁신기능2 들은 블랑샤르(Blanchard 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비국가행위자의 기능 세 가지(정책 제시, 정책 집
행, 제도화 촉진)를 기준으로 하여 아이디어 제시 기능과 제도 유지

및 조정 기능, 그리고 제도화 촉진 기능을 설정한 뒤, 여기에 지역
여론 수렴 기능과 프레임 설득 기능, 그리고 제도 개혁의 세 가지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6가지 기능은 제도화 초기 단계
에 있어서 비국가행위자들이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를 주변에 설득

중국은 훈춘 국경경제협력지대, 러시아는 나홋트카 자유무역지대,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를 발표하며 두만강 개발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
한 TRADP가 GTI로 전환된 이후 중국은 창지투 개발계획(2009), 러시아는 극
동-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2009), 북한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법 개정
안(2010),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2013)를 발표하는 등 두만강 유역에 대
한 각국의 전략적 관심이 재차 재고되었다(통일원 교류협력국 내부자료 1994;
Pomfret 1997, 82-84; Daives 1994, 12-18; Hughes 2002, 130-131; 현동일
2012 67-79; 원동욱 2015, 2; 성원용 2012, 14-17; 조명철·김지연 2010, 29-30).
2

제도적 혁신기능이란,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해석하는 해석자(interpreter)로서의
기능,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제시자(initiator)의 기능, 제도적 프레임을 설
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설득자(persuader)로서의 기능, 직·간접적으로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도변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기능, 제도를
유지하고 행위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기능, 제도적
개혁을 주도하는 혁신자(innovator)의 6가지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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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TI 주변적 행위자들의 제도적 혁신기능 비교
제도적
혁신
기능

지역여론
수렴

아이디어
제시

프레임
설득

제도화
촉진

제도
유지 및
조정

UNDP

✓

✓

✓

✓

✓

길림성정부

✓

✓

✓

✓

✓

✓

✓

제도
개혁

행위자

GTI 사무국
동북아학계

✓

✓

민간기업

✓

✓

✓
✓

출처: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하는 제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두만강개발계획의 사
례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이 주로 이러한 제도화 초기의 관념
적, 관계적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초기에 다자적 틀을 형성하고 적극 추진해온 UNDP, 그
리고 중국 내부에서 두만강 지역 다자개발의 이니셔티브를 개발
하고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해 온 길림성 지방정부, 그리고 역시 두만강개발계획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두만강개발
계획의 제도적 혁신에 크게 기여한 GTI 사무국 직원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현재 동북아 지역에 GTI와 같은 다자적 틀이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상
승하고 있던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일련의 학술회의를 통해 의제로서 개발하는 한편 해당 의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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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행위자들에게 전파시켰던 동북아 학계의 노력은 이후의 제도
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
기구와 지방정부, GTI 사무국 관료, 그리고 동북아 지식공동체는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적 혁신가
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직
접적으로 제도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만강 지역에
진출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협력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고 GTI의 제
도화가 촉진될 수 있는 간접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UNDP는 특히 초기 구상 단계에서 강
력한 조정 역할 및 제도화 촉진 역할을 수행했으며 TRADP가 형
성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공헌을 하였다. TRADP 수립과정에서
UNDP는 여론 수렴과 정책 제시, 프레임 설득, 제도화 촉진, 제도
화 조정의 5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하였으며 행위자들 중 가장 풍
부한 제도적 혁신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UNDP는
결국 다자협력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계심을 극복시키지 못한
채 재정적인 능력도 줄어들게 되면서 서서히 두만강개발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GTI가 현재의 형태로 동북아
지역에 자리 잡는 데에는 중립적 외부자로서 UNDP의 역할이 결
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길림성 지방정부 또한 초기 단계에서 UNDP 못지않게 제도화
의 촉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길림성 정부는 특히 두만강 개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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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293

293

2017. 2. 8. 오후 2:52

제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3 이후 창지투 계획의
프레임워크를 중앙정부에 설득하는 등 GTI 개혁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GTI 사무국 직원들, 특히 그 중 한국에서 파견된 관료들은
GTI의 내부적 혁신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수출입은행협의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성사
시킴으로써 그동안 GTI 부진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던 사업 추
진 자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제도 유지
및 제도화 촉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내부적 제도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설득
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행위를 시도하였으며 UNDP와 더불어 가
장 풍부한 제도적 혁신 기능을 소화하였다.4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제도적 혁신노력을 통하여 중

3

두만강협력의 개념을 처음 창시했던 것은 당시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
(Minister in charge of the State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이었
던 송지안(Song Jian)과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in Hawaii)의
당시 부소장이었던 조이제(Cho Lee-jay) 박사였다. 송지안은 길림성 과학기술위
원회 위원이던 딩스청(Ding Shicheng) 교수에게 두만강개발계획의 개념을 전수
하였고, 그로 하여금 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이슈를 연구하고 사업 프로포절의 초
안을 쓰도록 지시하였다(Cotton 1996, 1094).

4

GTI 사무국 관료들은 보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GTI의 제도적 개혁을 적
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에서 2016년의 기간에 걸쳐 GTI 산하에 새롭게 형성
된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LCC: NEA Local Cooperation Committee), 동
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NEA EXIM Banks Association), 동북아 연구기관 협
의체(GTI Research Institutions Network), 상공회의소 협의체(NEA National
Chambers Association, 구 경영자문위원회 (Business Advisory Council), 그
리고 연구기관 협의체(GTI Research Institutions Network)는 구체적인 개발사
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GTI 사무국 강대현 무역진흥위
원회 과장(기획재정부 파견)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 중국 베이징, 20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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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행위자들의 전략적 관심이 두만강 지역으로 향할 수 있
었고, 각국 정부가 이후 두만강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
전략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일종의 ‘상향식 제도화(bottom-up
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

에서 각국의 중앙정부 행위자는 주변적 행위자의 제도적 노력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거나, 반대로 그러한 노력에 편승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가속도를 실어주기도 하는 등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주변적 행위자들의 혁신행위와
중심 행위자들의 전략적 관심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며 맞물리게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했던 주
변적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중심행
위자에게 설득시키며 중심행위자가 지역전략을 변화시키도록 유
도하는 일련의 제도적 노력의 과정이 수반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
이다.
〈표 2〉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비국
가행위자와 국가행위자(중앙정부)를 포함한 각각의 행위자들이 취
했던 제도적 역할들을 제도화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제도화 단계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제도화의 과정을, 새로운 제도적 틀이 ‘설계’되
는 단계, 그러한 틀을 ‘논의・조정’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집행’의 세 단계로 크게 분류한 것이다. 앞의 〈표
2〉에서 제시된 제도적 혁신가들의 기능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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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TI 제도화 단계에 따른 각 행위자의 역할 분석

TRADP 시기
1990
행위자별
순차적
역할

GTI 시기

━━━━━━━━━━━━

2005

━━━━━━

길림성
지방정부

GTI
사무국

▶ 2005

각국
중앙정부

▶ 2016

동북아
학계

길림성
지방정부

UNDP

수렴/제시

수렴/제시

수렴/제시

수렴/제시

제시

설득

설득/조정

설득

설득/조정

각국
중앙정부

제도화
단계
설계
논의

정치적
승인/
법·재정적
지원

집행

개혁

정치적
승인/
법·재정적
지원

출처: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제도화의 시간 순서에 따라
서 분류할 수 있기도 하다. 지역여론 ‘수렴’ 기능과 새로운 아이디
어의 ‘제시’ 기능은 제도화 단계상 초기 ‘설계’의 시기에 속하게 되
며, 프레임 ‘설득’ 기능과 제도적 ‘조정’의 기능은 제도화의 ‘논의’
단계에 속하게 되고, 제도 ‘개혁’의 기능은 제도화 후기 ‘집행’ 단
계에 속하게 된다. 제도화 촉진 기능은 보다 간접적인 관점에서 제
도화 단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제도적 기반 조성의 기능이기 때
문에 특별한 단계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제도적 혁신가, 즉 비국가행위자들의 제도적 역할이
주로 제도화의 초기와 중기 단계에 치중되어 있다면, 제도화 집행
단계에서는 주로 국가행위자(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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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제도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치
적 승인 및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비국가행위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치적 영역의 결정과 자원 동원 능력 등 보다 물질
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
을 반영하여 〈표 2〉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이
행하였던 제도적 혁신기능 중 제도화 촉진 기능을 제외한 5가지 기
능과, 각국 중앙정부가 행했던 제도적 기능 2가지(정치적 승인기능,
법적・재정적 지원 기능)를 제도화의 시간적 순서와 제도화 단계를 기

준으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
우선 TRADP 시기의 제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초기 설계과정
에서 가장 먼저 동북아 학계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의제로서 제
시함으로써 두만강개발계획의 시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길림성 지방정부가 지역적 의제를 수렴하여 보
다 구체화된 프로포절의 형태로서 제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논
의 단계에서 길림성 지방정부는 이러한 프로포절을 통하여 국제기
구와 중앙정부를 설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UNDP는 지
역여론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협력 이니셔티브의 틀을 제시하는 한
편 지역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UNDP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각국 중앙
정부는 TRADP 틀을 공식적 차원에서 승인하였으며, TRADP의
제도적 형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적 장치를 고안하고 재정적 지원
을 가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화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후기 GTI 시기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우선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길림성 지방정부가 동북진흥사업의 계획안을 고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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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제시하였으며, GTI 사무국 관료들은 GTI
의 다양한 자체적인 내부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논의 단계에
서 길림성 지방정부는 두만강의 국제적 개발계획안을 중앙정부가
승인하도록 설득하였으며, GTI 사무국 관료들은 내부개혁안을 각
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개혁안에 따라
새롭게 포함될 각국 지자체 및 수출입은행 등의 행위자들의 의견
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와 사무국의 노
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후 집행단계에서는 각국 중앙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계획안들을 승인하고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가함으로써 GTI
의 제도적 개혁이 실체화되게 되었다. GTI 사무국은 새로운 개혁
안들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실무담당자로서 일정 부분 기
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게 되면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
이 TRADP 시기와 GTI 시기에 각각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와 논의의 단계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이 능
동적으로 참여하며 제도화 과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집행의 단계에서는 반대로 국가행위자가 주도하게 되는 일련의 과
정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비국가행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반면 국가행위자들은 설득되고 나서야 참여하는 다소 수동적인 태
도를 보였던 것이다. 특히 비국가행위자들은 관념적 차원에서 의
제를 형성하고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역할과, 실천적 차원에서
다른 행위자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관계적 맥락에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데 큰 강점을 보였다. 즉 ‘아이디어’의 창설과 설득이 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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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중점적인 기능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아이
디어는 두만강개발계획이 다자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
에 가장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신제도주의의 실
천적 전회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행위자’의 전략, 특히 ‘아이디
어’에 의한 내부적 동력이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는 제도 변화의 내
부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시켜 준다.
한편, 비국가행위자들은 이렇듯 관념적 차원, 그리고 관계적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거의 두각을 보
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제도화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
원 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례에서 주변행
위자(비국가행위자)와 중심행위자(국가행위자)의 제도적 행위는 ‘필
요성(관심)’의 차이와 ‘자원 동원력’의 차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
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변적 행위자의 ‘필요성’이 중심행위자
를 움직여 ‘자원동원력’과 실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변적 행위
자의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전략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형성’과 ‘설득’이라는 관념적, 상호관계적인 차원에서 발현되었던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중심행위자들이 두만강개발계획에 대한 필
요성을 지니게 되었다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의 수반이 없이도 제
도화 과정이 가능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정치구
조를 고려하였을 때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에 나타날 유사한 다른 많은 사례에 있어서도, 동북아 지역에서 이
러한 다자협력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국가 주도의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는 이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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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제도가 동북아 지역에 도입되는 데에 필요한 상향식 제도화
과정의 내부적 과정을 보여주는 표본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지
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TRADP와 GTI가 두만강개발계획이라는 큰 틀 아래에
서 연속선상에 있는 같은 제도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실제적인 운
용 방식이나 구성 원리에서 어느 정도 단절된 서로 다른 제도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TRADP 시기와 GTI 시기의 제
도화 과정이 단계적인 면과 행위자의 측면에서 유사한 ‘상향식 제
도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제도화 방식의 일반적인
적용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이러한 사례에서 제도
적 행위의 실천적 차원이란, 결국 아이디어의 ‘형성’과 ‘설득’이라
는 기능을 축으로 하여 제도적 변화의 수요를 실행으로 연결시키
는 전략적 행위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도화 과정에서 이러한 비국가행위자의 실천적
행위는 효과적인 설득의 과정을 통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유명무
실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
기도 하다. 특히 본 사례에서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지
방정부나 국가부처 관료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자원 동원력에 있
어서 상당히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물질
적 차원에서의 한계점은 더욱 부각된다. 또한 각 지역의 행위자들
은 국가행위자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호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자적 제도의 형성·발전에 있어서 이중
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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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입장에 있으면서도 물질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도 발
휘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새로운 제도적 변화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개입은 향후 논의의 틀을 비국가주의적 기반에
고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사례에서 TRADP
시기에 UNDP가 수행한 역할, 그리고 GTI 시기에 GTI 사무국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이 비국가행위자의 역할이 제도화의 설계 및 논
의 등초기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실제로 제도화 집행
의 단계에서는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집행 단계 이후에 비국가행위자가 제도화
과정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제
도적 행위이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제도화 과정은 단절된 끝이
있는 과정이 아닌 끊임없는 연속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위에서 제시된 제도화의 단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의 제도적 형태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제도적 변혁이 필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제도화 도입단계
에서 주변적 행위자들의 기능은 다시 강하게 발현되게 되는 것이
다.
정리하면,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 변화의 과정은 본문 II절의
〈그림 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중심행위자-주변행위자 관계, 그리
고 구조-행위의 관계가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며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양자관계
로 구성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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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변 행위자가 다자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중심 행위자를
고착시킴으로써 중심 행위자로 하여금 구조적 제약을 일부 완화시
키고 제도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에서 GTI라는
다자적 틀이 탄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GTI
의 제도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주변적 행위자가 중심행위자를 견인
하여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형성하는 상향식 제도화의 과정이었다
고 분석할 수 있겠다.

2. 한계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만강개발계획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동북아 지역의 유일한 다자협력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비국가행위자와 국가행위자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상향식 제도화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동북
아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만강개발계획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음에도 여전히 공식 기구가 아니라 개발계획(Initiative)
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은 결국 각국
의 양자사업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지역에서 GTI
와 같은 다자협력 기제가 지니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시사한다.
특히 GTI가 제도화 과정을 아직 완결하지 못한 현재진행형
기제(on-going issue)이며, 아직 동북아 지역에서 제도적으로 유의
미한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GTI를 동북
아 다자협력 제도화 과정의 일반 사례로서 분석하는 것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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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GTI의 제도적 틀 안에 동북아 지
역의 중요한 행위자인 북한과 일본이 아직까지 간접적으로만 포함
되어 있다는 점과, 역내 국가들과 정치경제적으로 깊게 관여되어
있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동북아지역의 분석사례로
서 GTI가 지니는 한계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차원의 한계점은 이론적 자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적 행위이론에서 제도화
의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
도적 혁신가들의 노력이 비록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더라
도, 그러한 혁신 행위를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제도적 혁신
과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행위이론에서는 제
도적 규범이 깊이 내재화된 성숙한 제도보다는, 미완성되고 미성
숙한 초기적 제도 형태에서의 제도적 혁신 행위를 분석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도 하다(Pawlak 2011, 357-359).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한계점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동북
아 지역관계 속에서 두만강개발계획이 지니는 구조적 한계점이다.
특히 동북아 주변적 행위자들이 다자적 제도 형성에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레임을 직접 실현시킬 제도
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주
지하고 있는 상향식 제도화 과정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90년도에 UNDP가 다자적 제도(두만강개발회사 등)
를 구성하기 위해 그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결국 회원국 정부들이 다자제도의 구성을 거부함에 따라 그러
한 제도적 혁신 행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길림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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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오
랜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동북진흥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창지투 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었던 것은 이
러한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다음에 가능해진
것이었다. 물론 애초에 주변적 행위자들의 프레임 형성 및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면 동북아 국가들이 GTI와 같은 다자적 틀의 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여전히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들의 정
치적 결정은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다.
게다가 GTI 사업들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후 비로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각국 정부들
은 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굳이 GTI의 제도적 틀을 통하여 시행하
기보다는 여전히 양자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
고 있다.5 각국의 두만강 지역 사업 계획이 대부분 주변 지역과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자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철저하게 양자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동북아 지역주의에
내재된 경쟁과 협력의 이중구조 속에서 각국 정부들이 ‘국가주의
적’ 관점에서 경쟁적으로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5

실제로 나진항 제1호 부두의 개발권 및 사용권은 중국 다롄에 소재한 창리(創立)
그룹이 개별적으로 확보하였으며, 러시아 자루비노항 인프라시설 구축계획도 러
시아 기업인 숨마(SUMMA) 그룹과 중국의 길림성 지방정부 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핫산-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러시아의 포시
에트, 슬라비안카 등의 극동항구 개발사업 등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추진되
고 있다. (GTI 강대현 과장 인터뷰 내용 참조, 2015.2.15; 성원용, 2012,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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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GTI의 제도적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두만강개발
계획이 추진되어 온 지난 20여 년간 관련 국가 간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GTI 역시 흔들리거나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점은 최근의 북핵 사태(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
트를 비롯한 북중러 경협이 거의 동결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
난다. 게다가 북중러 접경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전략들
이 얽혀 있는 지역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으며, 각국의 정
치제도 및 국내 법 절차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쉽게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의 높은 경제적 잠재
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적 영역(private
sector)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

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국가의 확실한 정치적 보장이 선행되지 않
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처럼 사적 영역의 기업이나 민간인 투자자가 두만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가 상정
하고 있는 GTI의 상향식 제도화의 논지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기제이기도 하다. 상향식 제도화의 기저층에 해당하는 민간 영역
(민간 기업, 지역사회, 개인)으로부터의 수요를 제대로 포착하고 있

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제도화 과정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 과정에서는 이러한 민간 영역으로부터
의 수요를 중간 단계의 비국가행위자(혹은 국가하위행위자)들이 수
렴한 이후, 제도적 틀을 구성하여 국가행위자에게 제시하는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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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상향식 제도화 과정이 모두 제시되어야 보다 풍부한 지역협
력의 제도화 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두만강개발계획은 동북아 유일의 다자적 협력 기제이자 소지역 협
력의 기제로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도적 구상이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만강개발계획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제도적 부침을 겪으며 오늘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 25년이 지나
는 동안 동북아 지역은 지속적인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문
제와 미중 경쟁으로 인하여 국가 간 관계 구도가 경색되었다가 해
소되는 패턴을 반복하였으며 두만강개발계획 또한 그런 흐름에 제
도적 운명을 함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지역 구조적 제약
에도 불구하고 두만강개발계획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도적 생
존을 지속해왔으며 꾸준히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처음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적 제도가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국가 간 의견 조율 실패로 그러한 제도가 침체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생존하였으며 결국 제도적 재생 및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두만강개발계획과 같은 다자적 틀
이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에 만연했던
지역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동북아 국가들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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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로 임한 덕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요소는 다자적 틀을 제
시하고 제도화 과정을 촉진했던 동북아학계 및 국제기구 UNDP의
제도적 혁신 노력이었다. 표면적으로 두만강개발계획을 발족시키
고 그 제도적 발전을 주도해 온 것은 동북아 국가들이지만, 근본적
으로 두만강개발계획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제시하고, 그러한
틀을 계속 필요로 해온 비국가행위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GTI와 같은 다자적 개발 기제가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했
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GTI가 침체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성화되었던 것도 표면
적으로 보면 회원국 정부들, 특히 중국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두
만강 지역의 경제개발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
이 결정적인 국면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저에는 두만강
지역의 다자적 개발의 필요성과 이득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관심을 유도했던 길림성 지방정부와,
GTI의 자체적인 개혁을 내부적으로 계속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GTI 사업들의 현실적인 추진이 가능하도
록 환경을 조성했던 GTI 관료들의 제도적 노력이 선행되었기에 가
능했던 것이다.
물론 두만강개발계획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
행형 사안(on-going issue)이며, 그 제도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
므로 완성된 국제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두만강개발계획
의 프레임하에서 추진된 사업 성과 또한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제
도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 성과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논의가 진행되어 온 내부적 과정 자체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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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부적 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
하여 성과 중심적 접근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제도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한 다양한 행위자들을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적 형성과 재생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초기에 다자적 틀을 형성하여 그 안에 국가행위자들을
고착시킨 뒤, 지속적으로 그러한 틀의 필요성을 설득시킴으로써
국가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제도화 과정은 뚜렷한 실체가 있기보
다는 정치적 수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APT, APEC, TCS 등의
범지역협의체의 경우와 반대로 비록 아직 적극적 실현 단계에 도
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실질적 협력 사안에서 출발하여 점차 공식화
되고 조직화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소지역 협력 혹은 접경지역 협력의 국지적 특성상 이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제도화에 이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GTI는 아직 제도적 완성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고 실질적 성과도 미비하다. 그러나 GTI는 지난 25년 동안 미
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한중일 3국이 지속적인 영토 분
쟁에 휘말리고,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는 와중에도 그 제
도적 생명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는 물론 GTI가 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2nd track의 기제이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다. 그
러나 동북아에서 경제협력 자체만으로 유럽과 같은 지역정치적 파
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노리기는 어렵다. 정치적 긴장 상태의
우회로로서 경제협력은 좋은 기제이지만, 결국 동북아에서 실체
가 있는 제도적 운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구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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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이 결합되는 1.5 track 형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GTI는 지니고 있는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형
식의 지역협력 제도화의 기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겠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역협력을 유도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국
지적 프로젝트들을 계속 설계함으로써 점진적인 제도화로의 중간
경로를 모색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에 대하
여 신제도주의에서 파생된 제도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
로써, 그 동안 주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설명되었던 동북아 다자협
력의 기제에 행위적 차원을 추가하여 보다 다층적인 접근법을 통
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만강개발계획이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화에 지니는 의미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향후 GTI가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 이후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GTI의 제
도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보다 다양한 국적과 층위를 지
닌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개별 행위자들이
수행한 제도적 행위들을 더욱 구체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두만강 지역을 포함한 북중러 접경지역은 동북아 지
역의 국제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지
역으로서 시시각각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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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312

2017. 2. 8. 오후 2:52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1990-95: a political
explan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9, No.4 (July).
_______. 2003. “Giving the Unrecognized Their Due: Regional Actor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Daniel W. Drezner, Locating the Proper Authorities: The Interac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olitical Science.
Breslin, Shaun and Glenn D. Hook(eds.). 2002. Microregionalism and World
Order, Palgrave Macmillan Ltd.
Breslin, Shaun and Glenn D. Hook. 2002. “Microregionalism and World Order:
Concepts, Approaches and Implications.” in Breslin, Shaun and Glenn D.
Hook (eds.), Microregionalism and World Order, Palgrave Macmillan Ltd,
pp.1-22
Chen, Hsi-I Angel. 2009. "Transnational Subregional Cooperation in Practice:
Dynamics of Micro-regionalism and Micro-regionalization in the East
Pacific." Ph.D. Thesis, UK: University of York
Chen, Xiangming. 1995. "The Evolution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Cross-National Growth Z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9.4 (1995), pp.593-621.
Cotton, James. 1996. “China and Tumen River Cooperation: Jilin's Coastal
Development Strategy.” Asian Survey Vol.36, No.11 (Nov. 1996), pp. 10861101.
_______. 2002. Crossing Borders in the Asia-Pacific: Essays on the Domestic-foreign
Policy Divide. Nova Publishers.
DiMaggio, Paul. J. 1988. “Interest and agency in institutional theory.” in L.G.
Zucker(ed.), Institutional patterns and organizations: Culture and
environment, 1988 Cambridge, Mass.:Ballinger, pp. 3-22.
DiMaggio, Paul J. and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8, No.2(Apr. 1983), pp. 147160.
Dobbin, Frank. 2010. “Review of Thomas B. Lawrence, Roy Suddaby, and
Bernard Leca, eds., Institutional Work: Actors and Agency in Institutional
Studies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5, pp. 673677.
Finnemore, Martha. 1996. “Norms, culture, and world politics: insights from
sociology’s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 2(Spring
1996), pp. 325-347.
Fioretos, Orfeo. 2011.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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