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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동학에 대한 연구

- NAFTA, MERCOSUR, ASEAN의 사회적 의제 형성과 

지역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현 민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3개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의제 

형성과 지역개발협력을 비교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동학을 탐구한다. 무역과 투자

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는 개별 지역단위의 무역투자협정을 통한 지역적 단위를 

형성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민족국가의 통치성의 약화는 ‘지역’을 새로운 통치성의 장소로 

주목하게 되었다. 

지역경제통합이 지역적 단위의 생산기지와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적 수준의 경제적 공간

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형성은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동학이 형성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동학은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노동력이라는 특수상품이자 인간), 환경이라는 공공재, 그리고 물리적 통합의 

문제로서 접경에 집중된다. 여기에 더하여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개발격차의 문제가 지역경

제통합에 있어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이유n로 인해 ‘지역’은 중요한 협력

의 장소이자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갖는 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통합의 이러한 사회적 측면을 NAFTA, MERCOSUR, ASEAN 등 3개의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동학을 비교함으로써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

협력이 일종의 사회적 제도로서 기능함을 밝힌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는 ‘새로운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지역주의의 모형이자 준거로서 활용되는 사례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형성된 

NAFTA는 순수한 의미의 ‘경제통합’으로 인식되며 어떠한 ‘지역주의’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NAFTA에는 회원국의 규제하는 초민족적 제도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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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강한 정책적 동형성을 보이며 일종의 지역적 규율체제를 형성한다.  

NAFTA는 출범 당시부터 수많은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였는데 특히 노동·환경이라는 비

시장적 요소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NAFTA는 노동·환경 부속협정의 

형태로 노동 및 환경의 기준을 명료하게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반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정부, 기업, 노조, 시민단체 모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NAFTA의 사회적 의제 형

성은 규칙을 정치화하고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로 민간행위자들간에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NAFTA에서는 

사회적 의제 형성의 권한이 정부행위자가 아닌 비정부행위자들에게 넘어가는 일종의 ‘권위

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NAFTA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에도 불

구하고 민간중심의 지역협력 공간이 NAFTA에서는 창출된다. 

이러한 민간중심의 협력의 가능성와 별개로 NAFTA는 회원국간의 개발격차 해소를 전적

으로 시장기제에 위임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NAFTA의 야심찬 전망에도 불구하고 

NAFTA 이후 격차가 좁아졌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NAFTA의 개발격차, 특히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개발격차는 불법 이주와 국경의 문제로 나타난다. NAFTA가 지역적 

차원의 성장과 지역적 단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 원인이 되는 

개발격차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북미의 NAFTA에 대항하여 강한 지역주의 이데올로기 즉 라틴아메리카주의에 기반하여 

MECOSUR 지역경제통합이 출현하였다. 전형적인 남-남 협력의 사례인 MERCOSUR는 브라

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라는 인구, GDP 규모, 영토, 지역적 영향력 등 여러 면

에서 비대칭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경제통합이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람보’적 지위가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권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닌 MERCOSUR는 공동시장에서 사회적 MERCOSUR로 나아가

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공동시장의 생산요소

인 노동의 이동에 결부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ERCOSUR

는 사회·노동선언을 제정하고 MERCOSUR시민권을 수립하려고 한다. 사회적 권리를 중심

으로 한 MERCOSUR의 사회적 의제 형성의 주체로는 지역엘리트·정부·다자간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권리의 실질적 주체가 인민이라고 할 때 MERCOSUR의 사회적 의제는 

풀뿌리시민과는 다소 분리되어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노동과 관련된 활발한 움직임에 비하여 MERCOSUR에서 환경을 둘러싼 지역협력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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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데 이는 회원국내의 ‘신채굴주의’에 기인한다. 인민주의적 성향을 지

닌 MERCOSUR회원들은 자국내 재분배를 위한 주요 원천으로 자연자원으로부터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역적 제도 형성과 협력에 있어 공동의 재원

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MERCOSUR는 회원국의 비대칭성을 해소하

기 위해 역내공동기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수립하였지만 기금의 규모나 역할이 재분배기제로

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ASEAN은 1990년대 AFTA의 성립과 회원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에 합류하였다. 발전주의적 전통을 지닌 ASEAN은 개별 회원국의 발전주의

적 기획과 지역경제통합을 결합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합의와 회원국에 대한 

불간섭, 소위 ASEAN 방식을 통한 정부간제도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ASEAN 방식은 

회원국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역협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여 ASEAN이 다층적 차원

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들의 중심에 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ASEAN방식을 통한 아세안중심성은 ASEAN의 역외의존성을 반증한다.  

발전주의적 전통, 지역협력에 있어서의 국가 우위 등으로 인해 ASEAN은 노동·환경에 관

련된 사회적 의제 형성에 있어 매우 기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ASEAN의 사

회적 의제는 개발격차 해소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또는 규칙

은 다소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따라서 ASEAN에서는 지역개발협력이 주로 물적연계를 

중심으로 한 하위성장지대의 발전주의적 공간 구축, 발전주의적 공간의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연계 등에 집중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ASEAN의 성장성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역외참여

자와 이들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는 별도의 개발재원이 부족한 ASEAN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역외의존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개발협력의 현장에서는 민·관 

파트너십이 강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들의 ‘연고주의’가 강화되는 측

면이 있다. 

노동과 관련된 이주와 보건 등의 사회적 의제는 문제해결적인 잔여적 범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며 노동과 관련된 지역개발협력도 사회적 권리보다는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사회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접경지

대를 중심으로 발전주의 공간이 구축됨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에 대한 지역적 협력이 부

족하기때문에 접경지역은 활발한 지역화의 장소이자 문제의 장소가 된다. 

NAFTA, MERCOSUR, ASEAN의 사회적 의제 형성과 제도화,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사회

적 기능을 대리하는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개된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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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우리는 NAFTA의 경우 민간 중심의 규칙기반 지역형성, MERCOSUR는 정부행위자 중

심의 권리기반 지역형성, ASEAN은 발전국가 중심의 발전기반 지역형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색을 지닌 개별 지역경제통합들은 지역사회를 형성함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

이 있다. NAFTA에서는 활발한 민간협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것’이 ‘개

인’의 법적 권리로 치환되어 규칙만이 난무하는 사회 없는 계약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MERCOSUR는 수많은 권리장전과 시행사이의 격차로 인해 장식적 권리로만 존재하는 사회

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아세안의 경우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

는 권리를 가진 ‘계약적’ 개인들의 부재로 인해 사회 없는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추상적’ 세계화의 ‘구체적’ 양상으로서의 지역의 형성을 이해하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가능/불가능성을 탐색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역경제통합, 사회적 동학, NAFTA, MERCOSUR, ASEAN, 지역개발협력

학  번  : 2002-3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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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이른바 ‘세계화’ 과정의 전개 속에서 눈에 띠는 한 가지 흐름, 

즉 지역주의 또는 지역화를 배경으로 한다.1) 특히 세계적인 차원의 발전에 관한 논의에 있

어 지역(region)은 갈등과 협력의 ‘장소’이자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갖는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다(Hettne 2006).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의제’ 또한 ‘지역적 차원’의 역할을 중시하

는데, 2015년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다룬 UN결의안은 ‘수행적 장소’로서의 지역을 강조하면

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21. …… 우리는 또한 (대륙별)지역(regional)과 준지역(subregional) 차원, 지역 경

제통합,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의 상호연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 그리고 

준지역 체계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정책의 구체적 수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UN 2015a:7). 

또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글로벌거버넌스와 민족적 거버넌스의 간격을 목

도하고 그 사이에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네(Sané)는 2004년 유네스코 

‘지역통합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지역통합과정은 주로 경제적, 무역이슈에 의해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대다수 지역통

합의 초기 형태가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 동맹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발전은 부분적

으로 세계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지역 수준은 사회 정책의 과학적 분석의 적절한 

틀이다. 점점 지역은 사회정책의 수행과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간주

1) 지역주의는 국가주도의 정책적 지향, 하양식 과정에 가까우며, 지역화는 사회주도형, 상향식 접근, 초민

족적 교류에 따른 활동-이주, 무역, 자본 흐름, 미디어 활동-등의 패턴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Besson&Stubbs eds. 2012: 1-7, Börzel&Risse, 2016:6-9).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의를 일종의 ‘지역

통합(공동체)의 이데올로기’ 또는 지역형성자들의 ‘지역형성(의지)’를 지칭하기도 하므로, 이는 지역‘주의’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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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 지역통합의 사회적 차원이 경제적 통합의 단순한 정황적 결과이상이

기 때문에, …… ……”(Deacon et al., 2010:3에서 재인용)

이처럼 세계적 차원과 민족적 차원의 매개물로서 지역질서의 부상은 1990년대 이후 ‘새로

운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새로운 지역주의는 1930년대 폐쇄적 지역주의와 달리 외자

유치나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적극적 통합을 추진하는 ‘개방적 지역주의’(Payne, 

2004: 16)의 성격을 띤다.2) ‘새로운 지역주의’의 움직임 속에서 지역헤게모니 국가를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의 장기적 통합의 결과였던 유럽연합(EU)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접국인 캐

나다와 멕시코가 포함된 북미자유무역지대(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그리고 개발도상국사이의 지역통합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3)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남미공동

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남아프리카발전공동체(Southern African 

Community, SADC)등 자유무역협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지역(경제)통합 움직

임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지역주의를 따르는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특히 남반구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활

발하다.  개발도상국가들은 해외투자유치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경제적 안정, 선진수

출시장 접근을 위한 협상력 증대를 위해 지역경제통합에 나섰다(Krapohl, ed., 2017:10-13).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개별국가는 투자 유치, 대외 협상력, 대외 경쟁력 등 세계시장에서의  

취약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일국적 발전이 아닌 지역적(regional)차원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이루어진 ‘지역경제통합’은 다자간 지역-투자-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통해 참여하는 국가들이 독자적 지역적 시장(regional market)을 형성

하는 것을 통해 표현되었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지역무역협정

은 33건에서 68건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원인, 세계경제체제의 미래, 

2) 새로운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들의 세계’(Katzenstein, 2005), ‘세계 정치의 지역구조 형

성’(Acharaya 2007), ‘지역의 세계들’의 구축(Acharya 2014), ‘강한 지역들의 세계적 질서’(Barry Buzan& 

Ole Wæver, 2003) 등 21세기의 세계가 지역들로 형성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헤게모니 이후 지역주의” (Riggirozzi and Tussie, 2012; Telò, 2013), “포스트신자유주의 지

역주의”(Riggirozzi, 2012), “이단적 지역주의”(Vivares, 2013), “투과적(porous) 지역 질서”(Katzenstein, 

2005), “수렴하는 지역들”(Lenze and Schriwer, 2014), 그리고 “네트워킹 지역들”(Baldersheim et al., 

20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하고 있다.  

3) 엄격히 말한다면 ASEAN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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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이 노동·환경 및 기타 사회적 문제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들을 제기했다(Duina, 2006:3).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지역’의 형성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간과 제도들이  

지역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지역’의 수행적 위치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또한 지

역은 세계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이자 매개적 

장소로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경제적 협정을 통한 경제 질서 형성, 지역기구 형성을 통한 

지역적 차원의 정치·안보 질서의 형성과 달리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기제를 형성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역적 수준의 초민족적 기구에 개별 국가의 주권이 위임되지 않는 

이상 민족적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적 수준에서 노동·환경 등의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형성, 회원국간의 재분배, 여타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

는 구속력 있는 제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ASEAN의 사회헌장(Draft Social 

Charter for ASEAN), EU 사회의제(EU Social Agenda), MERCOSUR의 경제사회자문포럼

(Economic and Social Consultative Forum),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사회경제위원회, 태평양국가포럼에 의한 

‘태평양 계획’ 등 포괄적인 사회적 의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Deacon et al., 2010) 대부분

은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제도 형성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기제의 형성 또는 사회적 차원의 도입 필요성은 우선 지역경제통

합이 단순한 재화, 서비스, 투자의 자유화를 초과하여 필연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들에 대한 통합과 이를 둘러싼 문제들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는 특히 노동이라는 특수상품(또는 인민), 환경이라는 공공재, 그리고 (노동)인구의 인

적 연계 및 물리적(환경적) 연계로서의 접경 문제 등이 있다. 둘째 지역경제통합의 과정에

서 참여국가들은 회원국 사이의 개발격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개발격차는 인구 이동의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역내 개발격차가 지역통합의 불안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장의 

재분배를 포함하여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의 사회

적 의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발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ASEAN의 아세안 통합구상(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MERCOSUR의 구조수렴기금(Fondo para la Convergencia Estructural del MERCOSUR, 

FOCEM)등의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이 수행된다. 또한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환경과 관련해

서 NAFTA의 경우처럼 노동·환경 협력 부속협정이라는 규칙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개발협력4)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차원이 아닌 경제통합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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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적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지역에 따라 다양

한 성격과 형태를 가지는데 MECOSUR의 FOCEM은 공동기금의 형태를 통한 재분배 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렴을 협의한다. ASEAN의 IAI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성장과 관련된 포괄

적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이다. 또한 ASEAN은 이 외에도 하위지역 성장지대개발협력 프로그

램도 동시에 채택한다. 북-남 협력이자 FTA에 기반한 지역경제통합인 NAFTA는 협정 내에 

노동 조건과 환경 기준 등을 삽입함으로써 지역내 불균등의 문제, 노동과 환경을 둘러싼 사

회적 갈등에 대처하고자 한다.  

지역경제통합이 지역적 시장의 형성을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시장을 넘어선 비시장적 요

소에 대한 ‘잔여적’ 대처 또는 ‘적극적’ 범주 규정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는 각 지역의 지역형성의 역사적·정치적·사회·문화적 성격, 지역경제통합의 성

격, 제도적 특징에 따라 사회적 의제의 형성과 그 제도화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

부분의 지역경제통합이 초민족적 수준의 제도를 형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 의

제의 형성과 제도화는 지역개발협력의 형태를 띠며 진행된다.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들은 

지역경제통합의 여러 요소들 중 노동력 즉 ‘인구’와 관련된 각종 의제들 이주, 보건, 노동권 

등 그리고 지역사회 형성의 물리적 조건인 지역적 공간의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

역공공재로서의 환경에 집중된다5). 각 지역은 이를 통해 지역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지역적 질서’가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의 ‘민족-국가’

와 같은 사회-민족국가 형성과 같은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역-사회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거시적으로 비교

하는 동시에 지역의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들을 비교한다면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지역의 사회적 동학의 대체적인 윤곽과  ‘세계화’ 속

의 상이한 지역 형성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제기

본 연구는 ‘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사회적 의제들과 이

4) 본고에서 지칭하는 지역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 등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하며 지역적 성장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협력을 의미한다. 

5) 인프라 구축과 인구의 통합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지역통합이 경제적 통합, 즉 자본의 자

유화와 초민족적 기업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재배치 등과도 관련됨을 의미한다. 



- 5 -

와 관련된 지역의 개발격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지

역경제통합의 사회적 동학과 지역사회형성의 문제를 비교·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통합은 국가간 협정을 통해 기본적 과정이 시작되지만 협정 자체

로(협정 자체가 ‘국내적’ 과정을 거치 사회적 구성물이다)만은 지역통합이 완성되지 않으며 

경제통합 그 자체가 경제적 성격을 초과한 것들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통합은 상이한 발전 

수준의 국가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개발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세계의 각 ‘지역’은 노동·환경·물리적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협력프로그램, 지역공

동기금의 마련, ‘사회적 권리’의 지역화, 지역협정 내부에 사회적 조항의 삽입 등 다양한 방

식을 동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지역별로 그 양상이 

달라진다. 지역경제통합에 있어서의 사회적 차원의 도입 또는 비제도적인 사회적 기제의 도

입은 단순한 경제통합으로는 이룰 수 없는 지역 차원의 ‘응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이

를 통해 ‘지역’은 더 공고화될 수 있다. 요컨대 자연적이거나 중립적인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는 지역형성 또는 지역통합 전략의 산물인 ‘지역(region)'은 그 외연적·내포적 경계를 설정

하고 하나의 사회단위로 형성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은 단순한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흐름’의 공간만을 창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인적·물적 통합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적 수준의 행위자들의 참여, 사회적 의제의 형성 그리고 제도화(또는 지역개발

협력프로그램)를 추진하며 그 지역만의 독자적인 사회동학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경제통합이 단순한 경제통합을 초과한다

면 그 요소들은 무엇인가? 지역별로 차별적 양상을 보인다고 할 때 거시적 수준에서 어떠

한 요소들이 관련되는가? 경제통합을 초과하는 비시장적 요소 특히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지역’은 어떤 참여자들이 어떤 사회적 의제들을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고자 하는가? 

또한 결과적으로 비시장적 요소에 대한 적극적 또는 문제-해결형의 제도화가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지역별로 가지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주안점은 어디에 있으

며 이를 규정하는 방식의 차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동학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사회는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달리 말해 ‘세계화’ 라는 일반적 추세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이 지역별로 ‘사회적

인 것(the social)’ 또는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이 차별적으로 도입되는 이유는 무엇

인가? 그리고 지역통합에 ‘사회적 차원’을 도입될 때 이들은 어떤 상상된 ‘지역적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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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regional social integration model)’형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지역별 경제통합의 성격과 제도적 특징, 그리고 

지역별 개발격차에 대한 인식,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사회적 의제의 형성, 이러한 요소들

이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은 역으로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지

역의 사회적 차원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통해 어떤 지역사회를 구축하게 되는지에 주목

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의제들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협력의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형태와 형성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고찰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대표적인 지역경제통합단위인 NAFTA, ASEAN, 

MERCOSUR6) 3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사례별로 첫째, 지역통합의 성격과 제도적 

특징, 둘째 지역통합에 있어서의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들, 이

와 결부된 개발격차의 현황과 인식, 셋째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

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형성의 동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추상적’ 세계화가 현실적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양

상으로서의 지역질서의 형성을 탐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가

능/불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년 UN의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상정하는 

‘지역적 차원’의 역할, 달리 말해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과연 ‘지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찰은 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

제통합의 협력방안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2절. 기존연구검토  

발전사회학이 기본적으로 정책입안자의 정책적 필요성과 연구자들의 발전이론의 상호작용

을 한 것처럼(Viterna&Robertson 2015), ‘지역통합’에 대한 연구도 지역통합의 정책적 필요

성과 연구자들의 이론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해왔다. 1990년대 이전 시기까지 지역통합은 

주로 EU의 결성과정에서 정책적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방주의, 기능주의, 신기능

주의, 교류주의, 정부간주의(Rosamond, 2000) 등 다양한 연구의 흐름이 있었다. 이들은 ‘누

6) 본 논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지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남미공동시장을 주로 NAFTA, ASEAN, 

MERCOSUR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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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고 ‘어떻게’ 지역을 형성하고 지역내 개발협력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크게 국가중심

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 중심적 접근

국제관계론의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의 다양한 변이7)를 가진 국가 중심적 접근은 근본적

으로 지역통합을 접근함에 있어 국가간 협상의 결과물로서의 공식적 제도를 핵심적으로 다

룬다8). 이들은 지역통합을 설명함에 있어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통합단위로의 권력이

양(신기능주의)를 논의하든9) 국내 이익집단의 특수한 이해를 대변하는 민족국가를 통해 지

역적 단위로의 통합을 논의하든(정부간주의) ‘국가’를 지역통합의 행위자로 상정하는 ‘국가중

심적’ 편향을 띤다. 국가 중심적 접근 중에서 이론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파급효과

(spill-over)’를 중심으로 한 신기능주의 이론과 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자유주의적 정부

간주의이다. 

국가 중심적 접근의 대표적 이론인 (신)현실주의는 국제질서를 기본적으로 아나키 상태로 

파악한다. 국제적 무질서 하에서 권력의 균등한 배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쉽지 않은 일이다(Baldwin, 2013; Grieco, 1988). 따라서 지역협력을 설명하기 위해 

신현실주의(특히 ‘헤게모니 안정이론’)은 지역 긴장 완화와 통합경로를 안정적으로 이끌 능

력과 의지를 가진 역·내외 헤게모니 국가를 상정한다(Mattli, 1999a, 56; Gilpin, 1987, 87–

90; Grieco, 1997). 실제로 미국은 안보적 이유로 EC와 ASEAN 설립에 있어 역외 헤게모니 

역할을 담당하였다(Gruber, 2000; Acharya, 2001). 이와는 상반되게 중동이나 아시아 전체 

지역주의의 비효율성은 역·내외 헤게모니의 부재에 기인한다(Fawcett and Gandois, 

2010; Hemmer and Katzenstein, 2002). 또한 헤게모니 국가가 아니지만 역내 강국은 경제

적·지정학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지역주의의 발생을 촉진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남아프

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지역강국은 자국의 이해를 배경으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시

7)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적 접근, 거버넌스적 접근들 등 다양한 접근들이 

있으며 각각의 예는 Laursen(2003), Mansfield and Milner(1997), Mattli(1999a), Moravcsik(1993), Börzel 

(201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8) 통상 국제관계론 혹은 국제정치학에서는 ‘합리주의적 이론’과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례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형성(전략)’, 지역형성자, 지역주의가 주된 분석의 축으로 등장하고, ‘지

역-형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합리주의적 접근’의 경우 행위자의 측면을 보다 부각하여 ‘국가 중심적 접근’

으로 파악한다. 

9) 하스(Hass)는 지역통합을 “상이한 국가들에 존재하는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 기대 그리고 정치

적 행위들을 새로운 상위의 중심으로 이전하도록 설득되어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Hass,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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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척, 물, 에너지, 값싼 노동력 공급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형성에 개입한다

(Antkiewicz and Whalley, 2005; Gowa, 1994; Clarkson, 2008; Coleman, 2007, 155–184).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브라질(Spektor, 2010), 남아시아의 인도(Destradi, 2012), SADC

의 남아공(Lorenz-Carl, 2013; Muntschik, 2016)등의 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역강국은 지

역주의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통합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Destradi, 2010, 

Krapohl(ed)., 2017). 

한편 몇몇 국가들은 지역내·외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지역동맹이 형성하게 되는데

(Walt 1987), 독일과 러시아에 맞서 미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NATO(Risse-Kappen, 

1995),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옹호(Gomez Mera, 

2005; Tussie, 2009)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역내 경쟁국들의 경쟁의 결과 지역주의가 출

현하기도 하는데, 아랍동맹에서의 이라크와 이집트(Khadduri, 1946), 아세안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Dent, 2008: 86–88),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Beeson, 2006), 사하라 이남의 나

이제리아와 남아프리카(Francis, 2006),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Kubicek, 

1997) 등을 예로 들수 있다. 이처럼 (신)현실주의적 국가 중심적 접근은 사회·경제적 요인

을 정치·안보적 요인이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일단 경제적 이

익에 따라 국가 선호가 정해지면 그 이후의 과정은 현실주의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Moravcsik, 1997, 1998)는 점에서 현실주의의 ‘국가’에 대한 가정을 공유한다. 즉 지역주의

의 출현과 지역적 수준에서의 공식적 제도 형성 과정은 국가라는 행위자의 선택의 산물로 

설명된다.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 ‘지역경제통합’은 ‘세계화’라는 주요 외부 동인(Schirm, 

2002; Breslin et al., 2002)에 대한 ‘국가’들의 합리적 대응이며, 이를 통해 탄생한 ‘지역’들은 

지리적 근접성에 의거하여 ‘지역’을 강화하고 상호 경쟁한다. 예를 들어 NAFTA는 EU 단일

시장과 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이며(Mattli, 1999a, 183-5), AFTA 결성은 

NAFTA와 EU 단일 시장에 대한 반응이다. 즉 지역경제통합‘에 의해 탄생한 지역기구들은 

국가들의 속성을 가진 확장된 ’국가‘인 국제제도이다. 

이 같은 ‘국가 중심적’ 설명은 지역주의 출현에 대해 일정한 설명력을 갖지만(Söderbaum 

2016, Börzel 2016), 지역-사회 형성 및 제도적 구성의 구조적 요인과 국가이외 행위자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지역주의 이후 ‘지역’들은 단순한 ‘국가’의 확장도 

아니며, 그 형성 과정에서의 행위자 측면에서도 단지 국가 행위자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

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특정 행위자에게 우위를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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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에 있어 ‘초민족적 기업’의 생산기지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역별로 행해지는 통합의 내용과 형식, 비국가행위자들의 위상, 역외 행위자들의 

영향력, 지역기구조직의 독립성이 나날이 증대된다고 할 때 국가 중심적 접근의 결함은 명

백하다10).  

지역통합의 제도적 구성에 있어 ‘국가’를 중요 행위자로 두는 국가 중심적 접근에 있어 

첫 번째 문제점은 다수의 정책 영역에서 다층적 행위자들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

통합에 있어 ‘국가’의 단일한 선호를 확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중심적 접근은 

‘지역기구’의 관료,  ‘지역기구’를 둘러싼 담론, 그리고 제도적 메커니즘이 독립성을 띠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리고 다수의 지역통합의 지역기구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가 중심적 접근은 NAFTA에 대항한 MERCOSUR, NAFTA에 대항한 AFTA 등 국

가들의 이익의 총합이 지역들의 경쟁으로 드러난다고 파악한다. 이 경우 개별 지역기구들은 

세계 질서내의 균질적 행위자이자 지역적 동맹일 뿐이며 지역기구를 둘러싼 지역통합의 내

적 동학과 제도 형태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가 중심

적 접근은 유럽통합과정의 역사와 함께 이론화된 사례들로서 주로 EU를 대상으로 연구하였

으며 타 지역의 지역통합 전망에 대해서도 유럽모델을 보편적 모델로 활용하는 ‘유럽중심주

의적’ 경향을 보인다. 

2. 구성주의적 접근

한편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의 흐름을 반영하여 웬트의 ‘국제정치의 사회이론’(Wendt, 

1999)으로 상징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있다(예를 들어 Adler, 1997; Katzenstein, 

1996; Acharya, 2004 등)11). 이들은 국가 중심적 접근과 달리 국가 주도의 ‘공식적’ 제도보

10) 물론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도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지역통합의 제도 형성에 있어서 국내 이해집단

(기업,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경제적·정치적 이해에 주목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지역적 차원에 

진입하는 국내 이해집단의 ‘게이트키퍼’이다(Moravcsik, 1991, 1998). 한편 신기능주의와 다층적 접근 방

식은 지역제도 형성에 있어 초민족적 행위자와 국내이해집단의 역할을 고려하지만(Hass, 1958; 

Sandholtz and Stone Sweet 1998; Hooghe and Marks 2001) 여전히 입법자는 ‘국가’이다.   

11) 냉전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새로운 지역주의’연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제

도적 디자인과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de Melo and Panagaryia, 1995; Fawcett and Hurrell, 

1995; Hettne, 1999; Mansfield and Milner, 1997; Schulz et al., 2001). 1980년대 이후 냉전구조의 종식, 

세계화의 강화, 다자적 무역질서, 민족국가의 재구조화,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개도국에서의 정치체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주목받았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제도론, 신무역이론, 

신제도주의, 다차원적 거버넌스 접근, 구성주의와 담론적 접근, 안보복합론, 비판적 신지역주의 접근 등

(Laursen, 2003; Wiener and Diez, 2003; Söderbaum and Shaw, 2003). 이론의 ‘백가쟁명’ 시대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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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공식적·비공식적 규범과 지역 정체성과 ‘가치’와 규범을 포괄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EU 확대 과정에서의 중유럽 및 동유럽 통합, ASEAN

의 통합 등에서 보듯이 객관적으로 ‘통합’에 불리한 물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루어

진 이유를 설명할 때 특히 유효적절하였다.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단일성’

이 ‘선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역학 관계에서 지역통합이 이루어지지만, 구성주의

에서는 ‘지역’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치/정체성’들의 경로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경험’과 지역

통합이 이루어진다. 지역주의를 통한 지역화의 효과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구성주

의적 접근’은 집합적으로 공유된 의미구조, 사회적 관습, 정체성 담론, 행동주의적 관습, 규

범, 가치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안보공동체적 접근이나 

교류주의 등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도 성공적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체적 감각을 요구하였지

만(Deutsch et al., 1957; Adler and Barnett, 1998; Acharya, 2001), 이들의 초점은 여전히 

국가주도의 공식적 제도 형성에 있었다. 이에 비해 ‘구성주의적 접근은 제도의 물적 요건이

나 공식적 제도보다는 ‘정체성’과 광범위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지역통합의 행위자 측면에서도 국가 중심적 접근과 차별성을 갖

는데, 이들은 초민족적 시장과 시민사회 행위자를 강조한다.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도 국가

이외 행위자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최종적 ‘게이트키퍼’는 ‘국가’이다. 이와 달리 ‘구성주

의적 접근’에서는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압력을 받으며, 비국가 행위자들 스스로가 지

역제도-형성에 개입한다. 이러한 ‘행위’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공유된 믿음, 사회적 관습, 

행동주의적 관습, 정체성 담론, 규범 등이며 국가중심의 ‘합리주의적 접근’이 취하는 공식적 

제도와 ‘이해’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Börzel 2016).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에게 있어 지역

통합은 “단순한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

의 상호인식과 유기적 연계관계의 제고를 통한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Hill&Tow, 2002: 

162)이 중요하다. 

한편 국가 중심적 접근이 ‘유럽’통합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다면, 구성주의적 접근은 특히 

냉전 종식 이후 EU의 '확대'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유

럽통합은 1940년대부터 이어져 온 장기적 과정으로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국가 안보 또는 

자유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단기적인’ 국익 또는 이해만으로 설명되기 어려

운 현상이다. 냉전 종식 이후 중·동유럽 구공산권 국가의 ‘유럽으로의 복귀’는 경제적·안

는데, 이는 ‘지역통합’의 흐름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반면 이론적 분야 및 현실적 세계에서의 혼

란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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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동기도 존재하지만, 이들이 유럽에 진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유럽적 정체

성을 찾으려는 의지 또한 작용했다(Schimmelfennig, 2008)는 것이다. 또한 기존 국가들, 예

를 들어 독일은 경제적 부담이 늘며, 기존 유럽 원조의 혜택을 누리던 지중해 회원국은 ‘수

혜’를 나누어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유럽을 받아들였다. 

EU와 달리 공식적 제도성이 결여된 ASEAN의 경우도 구성주의적 설명의 사례로 자주 등

장한다. 동남아시아지역은 아시아적 가치, 동남아지역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

여 ASEAN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성립시켰으며, ‘ASEAN 방식’이라고 불리는 지역협력규범을 

통해 회원국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성공적 지역통합을 이끌

고 있다는 것이다(변창구, 2010). 이와 같이  구성주의는 ‘지역통합’의 추진력으로서 ‘정체성’

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지역통합 현상에 앤더슨의 민족개념을 적용한 아차라의 연구도 ‘지

역형성’과 ‘민족형성’을 유비하면서 동남아 지역이 문화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상상에 

의해 재창조된 것(Acharya, 2000,:98)이라고 본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태적인 국가 중심적 

시각에 비해 구성주의는 “세계를 건설 중인 계획으로 파악하고 존재보다는 변화로 본

다”(Adler 2002: 95). 이 과정에서 구성주의는 ‘관념’이나 ‘아이디어’의 힘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된 가치와 규범이 지역통합의 전제인지 아니면 지역통합의 정도를 가

리킬 수 있는 지표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EU통합 연구들 또한 여전히 공통의 정체성을 구

축한 것인지 그 기반이 된 것인지에 대해 논쟁중이다(Risse, 2010). 북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는 EU와 같은 ‘지역적 공동체’ 정서가 약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국가들이 다양하

고 공통의 제도에 대한 형성 노력 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Barnett and Solingen, 2007), 

공동체적 감각이 형성되기에는 지역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Clarkson, 2008; Acharya, 2005; Jones and Smith, 2007; Barnett, 

1995; Okolo, 1985). 

‘구성주의적 접근’은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고 있기에 ‘지역화’에 대한 설명과 요인들의 

결합과정 및 지역주의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강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상이한 결과

를 논할 때 문화적 본질주의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 구성주의자들은 ASEAN의 느슨

한 협력을 설명할 때 문화적 차이를 든다. ‘ASEAN Way’ 즉 비공식적 합의 형성, 최소한의 

기구 형성과 제도화 등은 법적인 형태의 서구적 방식(특히 EU)와는 상이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Acharya, 2004; Katzenstein, 2005; Nesadurai, 2009).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은 지역

주의를 설명함에 있어 서구와 비서구 문화가 존재한다는 본질주의적 접근이며, 지역주의 또

한 통시적 공시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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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40년대-80년대

(구지역주의)
탈냉전 및 세계화 이후 신지역주의 

세 계 사 적 

맥락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시기(유럽)

탈식민주의와 국가발전(개발도상세계)

신자유주의, 불안정한 다자주의적 세계, 민족

국가의 변형, 다극적이고 ‘복합적’인 세계질

서, 테러와의 전쟁, 금융위기, BRICS 등 신흥

세력의 등장, G2의 등장

지역주의에 유럽통합중심의 기능주의, 신기능주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제도주의, 

<표 3-1> 지역통합 및 지역주의 연구의 흐름 

설명력이 반감된다(Besson, 2005).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역통합에 있어 정체성, 가치 등의 ‘관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구성주의적 접근은 이를 통해 형성되는 제도의 ‘물질성’과 ‘구속성’을 쉽게 간과한다. 

구성주의적 접근 또한 국가 중심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유럽 확대’과정에서 관찰한 ‘정체성’

의 중요성을 타 지역에 반영하는 ‘유럽중심주의적’ 편향을 보인다.  

3절. 이론적 자원 

1. 새로운 지역주의와 비교지역주의 

탈냉전과 세계화 이후 1990년대 지역 통합의 새로운 물결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지역주의’

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출현하였다(Hettne and Söderbaum, 2000). 자본주의적 서방과 공산

주의적 동방의 적대가 더 이상 국제 체제를 규정할 수 없었고 ‘이데올로기적 봉인’에서 풀려

난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재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세계화는 새로운 동맹을 

요구하였다. ASEAN, NAFTA, MERCOSUR, SADC등의 지역경제통합과 아울러 다양한 지역

적 FTA 등 특혜무역협정도 급증했고(Mansfield and Pevehouse, 2013), 지역기구의 정치적 

권위와 정책 능력 또한 증대되었다(Börzel, 2013).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 지역적 질서 

(Gamble and Payne 1996; Hettne 2006)는 지역적 협력의 새로운 형태들을 도입하였으며, 

‘지역’은 ‘이데올로기’적 지형보다 ‘지전략적’ ‘지경학적’ ‘지정학적’ 공간이자 행위자로 등장하

게 된다. 그리고 심화된 지역주의와 지역통합의 증가는 누가 행위자이며, 누구의 지역이며, 

지역 또는 지역주의가 지역별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양산하였다. 

지역주의 및 지역통합과 관련된 연구 흐름을 간략히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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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요

이론

의, 정부간주의/

개발도상국 중심의 구조주의
비교지역주의 

발전사회학

적 맥락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으로 대표되

는 민족적 발전

국가 중심적 발전연구의 쇠퇴, 발전과 불평

등에 대한 젠더연구의 성장, 제도·사회적 

동원·문화·불평등·정책 평가 등 다양한 

국·내외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역주의의 

역할

민족국가를 넘어선 ‘지역통합체’ 창

출(유럽)

민족국가발전의 강화수단(개발도상

세계)

경제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주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의 다층적인 ‘수행장소’ 

중 하나 

주요행위자

들 및 지역

통합의 주

요영역 

무역 및 안보 영역, 

지역기구를 통한, 공식적이고 국가

주도의 지역주의 

환경, 보건, 이민 다변화된 쟁점과 전문화된 

영역의 출현, 비국가적‧비공식적 행위자와 조

직형태의 출현

‘새로운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1)불균등 세계화(경제적·전략적일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적, 기술적인 영역) 2) 국가 특히 국가의 통치성의 약화 3) 민간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비국가 행위자들의 증가(Bøås et al., 2005)에 대한 분석적 대응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

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비교지역주의(comparative regionalism)’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다. 특히 비교지역주의는 지역주의와 지역 통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유럽통합을 

특권화하면서 다양한 지역통합의 양상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Kraphol, 

2017:6-10; Breslin et al., 2002: 2). 이와 달리 ‘비교지역주의’ 연구는 개별 지역을 독자적 

분석단위로 삼아 지역별 특수성을 비교하고 ‘지역주의’의 새로운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류하

려고 한다. 

비교지역주의 연구는 지역통합의 제도와 전략에 준거하여 지역통합의 유형을 다양한 방식

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으로 대표되는 경제협력에 기반한 지역통합과 비무역협력에 

기반한 지역통합이 구분된다. 그리고 경제협력에 기반한 지역통합의 경우 남-북 통합, 남-남 

통합, 북-북 통합은 서로 다른 성격을 띤다. 또 비경제적 협력의 경우도 지역 차원의 사회

적 영역을 구축하려는 시도와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구분될 수 있다(Devlin 

et al., 2003; Deacon et al., 2010)12). 

12) 남-북간 지역 통합을 다루는 Devlin 등(2003)은 경제적 이해와 지역통합의 전략에 따라 지역통합을 무

역에 기반한 것(T)과 비무역협력에 기반한 것(C)으로 구분하고 상호 결합 방식에 따라 지역통합을 구분

한다. 지역통합의 사회 정책 측면을 고찰하는 Deacon 등(2010)은 경제적 장애를 제거하는 1세대 지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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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지역주의 흐름이 세계화라는 맥락하

에서 지역적 수준의 투자-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속에서 지역을 형성하는 새로운 준

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지역적 단위의 새로운 ‘사회’들이 출현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의 어원이 동사 ‘통치하다’(reign)로부터 파생된 체제(regime) 및 군사관리구역

(regiment)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은 ‘발전’의 단위일뿐 아니라 새로운 통치질서의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즉 지역경제통합이라는 흐름 자체는 이미 새로운 ‘(누군가의) 지역형

성전략’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13). 지역경제통합, 지역-투자-무역협정 체제, 

개방적 지역주의이든 ‘명명하기’와 무관하게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이 우위에 선 총체적 지역형성의 새로운 조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NAFTA와 같은 순수한 지역무역(투자)협정조차 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공간이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축(social building)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지역주의 전략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공간의 창출을 단순히 국제관계론적 입

장이나 지역사례연구(area studies)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의 및 지역통합은 다차

원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례’연구를 넘어서서 지역별로 형성

되는 지역사회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지역주의’는 공시적 차원의 복수적 ‘지역’의 

형성과 통시적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지역’들의 변화를 ‘비교’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사례’속

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그 개별 특성을 적절하게 인지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중심주

의’를 벗어나 다양한 ‘지역’별 ‘지역통합’을 개별지역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14).

2. 지역 형성전략과 제도분석  

합, 사회적 영역을 구축하는 2세대 지역통합, 지정학적 정체성을 수립하고 자립적 ‘행위’ 단위로서 활동

하는 3세대 지역통합 등 역사적 진화에 따라 구분한다. Closa&Casini(2016)는 지역기구의 목적과 제도적 

특징 등에 따라  ‘지역통합 모델’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공동체, 정치적 연합으로 분류한

다. Kraphol&Fink(2013)은 1) 역내 상호의존이 높은 산업화된 지역(EU) 2) 높은 역외 상호의존과 제한

된 경제비대칭성으로 개발도상지역(ASEAN, CARICOM), 3) 높은 역외 상호의존과 높은 경제적 비대칭성

으로 특징지워지는 개발도상지역(SADC, MECOSUR) 등으로 구분한다. 

13) UN의 경우에도 통상 (1) 아프리카, (2) 아시아, (3) 동유럽 (4) 중남미 (5) 서유럽과 기타국가들과 같은 

다섯 개의 지역분류를 사용하지만,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1) 

유럽, (2) 아시아 및 태평양, (3)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4) 아프리카, (5) 서아시아 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 아시아-태평양, (2) 아랍지역, (3) 유럽, 북미와 중앙아시

아, (4) 아프리카, (5)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동일한 국제기구내에서도 다양

한 지역분류를 사용하는 등 지역의 명명 자체가 지역형성이다(백태웅, 2017:34-41). 

14) 이러한 의미에서 비교지역주의는 방법론적이라기보다는 인식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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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주의로 통칭되는 지역통합은 ‘지역’이 자연적 단위라기보다는 세계적·지역

적·민족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형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성주의

적 접근이 강조하는 것과 달리 지역이 단순한 문화적 구성물은 아니다. 민족-형성과 유비되

는 지역-형성은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초민족적 기업 등 지역형성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전략의 산물이다15). 또한 특정한 지역이 ‘지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적 제도

를 확립해야 한다. 지역기구의 설립과 제도적 설계, 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거버넌스’ 

형태 등은 지역-형성의 제도적 요소들이며, 지역적 ‘사회 응집력’(지역 응집력 regional 

cohesion) 확보 등은 지역-형성의 전략적 요소들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단위들을 제도들의 복합체로

서 파악하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활용한다. 비교‧분석의 단위로서 ‘지역’은 일차적으로 ‘지역

기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형성’의 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지역기구는 지역회

원국이 가입한 국제레짐(예: 국제개발협력레짐, 국제기후레짐, 국제안보레짐)처럼 이슈에 특

정된 것(issue-specific)라기 보다는 지역에 특정된(region specific) 협력 프로젝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역 통합을 “지역적 수준에서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제도의 성립을 이끄

는 반복된 협력의 과정”이라고 정의(Kraphol, 2017:5)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통합은 

정부들 사이의 협상이기도 하며, 상이한 정책 영역에서 다차원적 지역협력이 서로 다른 속

도로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제도’의 형태로 지역협력과 지역-형성

을 물질화하며 일정한 지속성을 갖는다. 

제도주의는 제도를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로 보며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갈등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제도주의는 제도간 효율성의 강화를 통한 

상호보완성(Offe, 2006), 위계성(Amable, 2002) 개념을 이용하여 제도의 통합적 영향력 차원

을 분석한다. 또한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하위 제도들의 다양한 재조합을 통한 경로의존

적 변화(Campbell, 2005; North, 2005)와 변화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관계, 행위

자의 권력자원의 불균등성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한다(Lowndes, 2002). 

본 연구는 ‘지역’을 ‘지역-형성’을 둘러싼 전략과 제도의 산물로 파악하면서 정치적·경제

적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의제와 제도화에 주목하면서 지역 사회의 형성과 ‘거

버넌스’에 주목한다.  

또한 ‘지역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응집효과’16)를 낳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15) 물론 민족국가 형성과 달리, 지역-형성은 지역형성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지역-형성 프로젝트가 단일한 

‘정치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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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통합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차

원’의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지역적 응집’효과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런데 ‘지역적 응

집 효과’를 낳는 전략들은 ‘지역 형성자’들의 입장에 따라 선호 방식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은 이러한 ‘지역 형성자’들의 전략들이 상쟁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상쟁

하는 전략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지역기구’, ‘지역개발은행’ 등 ‘지역적 행위자’, ‘민족적’ 수준의 지역형성자 뿐 아니

라 세계적 차원, 지역(local)차원의 지역형성자도 참여하며 이들은 공식·비공식적 연합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전략에서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사결정구

조와 협력형태를 지역적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도 있다. 거버넌스를 집합적으로 구속력이 있

는 결정을 채택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 조율하는 제도화된 형태로서 이해하는 

Mayntz(2004)와 Scharpf(1999)의 논의를 따라 우리는 지역개발협력을 둘러싼 전략과 전략들

의 산물로서의 거버넌스를 ‘지역-사회’형성을 위한 제도적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지

역적 거버넌스는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ASEAN이 공식적 제도를 비공

식적으로 디자인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의 공식성이 제도의 취약성 혹은 비공식식성

을 가리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한다(Acharya and Johnston, 2007, 246). 

‘지역적 응집효과’를 산출하려는 다양한 전략과 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를 제도주의적 틀

내에서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지역통합의 구체적 담지자로서 지역기구들이 지역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 형성하는 사회적 규범과 기준, 지역적 사회정책의 가능성 및 실용적·정책적 

차원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17). 

16) ‘사회 응집력’을 유비한 ‘지역응집력’은 공유된 가치와 목표, 소속감, 관용, 신뢰,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

여, 법 준수 등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영역, 사회안전망, 재분배 메커니즘, 갈등 해소 등의 제도적 메커

니즘, 영토적 응집력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사회결속’을 다루는 영역과 이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되기도 한다(Green& Janmaat,2011)

17) 한편 ‘지역-사회-형성’은 단순히 고정된 ‘제도’의 구성요소들(제도적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조합만이 

아니라 맥락과 상황 논리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형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지역경제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발생적 인과구조와 변화 과정의 동학과 메커니즘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이 같은 ‘형태발생적 사회이론’(Archer, 1995)은 지역통합에 대한 보다 동태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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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사례와 분석틀

1. 연구사례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의제의 형성, 개발격차 해소 방안 및 이의 구체화 양

상으로서의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동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별 지역이 ‘사회적 의제’ 중 어떠한 것을 우선시하며, 특히 노동·환경 등의 비

시장적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의제에 포함시키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역협력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통해 어떤 ‘사회적 차원’이 지역통합에 도입하는가를 파악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통합’ 중 세 개의 지역기

구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을 연구의 

경험적 대상으로 삼아 비교한다. 달리 말해 본 연구는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지역경제통합 

사례를 선택하고 ‘비교’하고 이론화하는 비교지역통합연구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

는 기존의 공동관세, 공동시장, 정치연합체, 지역무역협정 등의 분류가 아니라 지역-사회 모

델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의 선택과 이를 통한 ‘지역통합’의 

유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률적 진술에 의존하는 양적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면밀하게 대표 사례를 선정하는 것에 의존(Mahoney, 2007)해야 한다.

실제로 사례 선택이나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비교지역통합 연구에는 주요하게 두 가지 질

문이 제기된다. 첫째 사회과학에 있어 190개 이상의 주권국가들은 기본적 연구 분석 단위로

서 상대적으로 분명한 반면 무엇을 지역, 또는 지역 기구라고 할지는 불투명하다(Genna 

and De Lombaerde 2010). 주권국가에 비해 지역은 명확한 경계가 없거나 ‘발명’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구’나 제도도 EU와 같은 초민족적 형태의 ‘국가’로부터 수

많은 지역협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경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사례’로서 지역

에 대한 개략적 정의와 범위의 확정이 필요하다. 

둘째, 주권국가는 하나의 연구 분석 단위이자 비교 단위이지만 지역과 지역통합의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비판에 봉착한다(De Lombaerde et al. 2010). 특히 그간의 지역통합의 유럽

중심주의적 경향에서 보듯이 EU는 다른 국제기구나 주권국가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정치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선택된 지역기구 또는 지역통합 사례의 비교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 사이의 일치와 차이의 

형태를 가려내고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 내 사례-내 사례 비교(본 연구에서는 동일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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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프로그램의 다양한 형태)(George and Bennett 2005)를 통해 비교 연구의 타당성을 높

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비교지역통합연구를 위하여 ‘어떤’ 지역기구 혹은 단위

를 본 연구와 관련된 사례로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지역기구’에 대한 정의 및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간단한 방식은 

WTO에 통보된 467개18)의 지역 무역협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ASEAN

와 같이 광범위한 범위의 협정을 포괄하는 지역기구가 있는 한편, 칠레·멕시코 자유무역협

정과 같은 양자적 무역협정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으

로 인접한 3개국 이상의 협정을 지역기구 또는 지역 통합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상호간의 

특혜적 시장접근의 몇몇 형태 즉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 동맹이 포함된다. 

한편 지역기구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세계화 이후의 ‘새로운 지

역주의’ 하에서 출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경제통합을 경험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19). 그

리고 이 시기에 급격하게 증대된 경제통합이 주로 남-남 협력과 남-북 협력의 형태임을 감

안하여 ‘개발도상지역’에서의 ‘지역통합’ 사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논쟁적이지만 ‘개발도

상지역’은 1인당 GDP에 근거한 세계은행의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중위 소득 국가와 하위 

소득 국가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신흥 시장은 개발도상국가

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정의는 얼마나 많은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이어야 하는 문제를 동반한다. NATFA, ASEAN과 

같은 지역기구는 모두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회원국의 다수

가 개발도상국인 지역을 ‘개발도상지역’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NAFTA는 개발도상지역이 

아니라 남-북 지역통합인 반면 ASEAN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등 고소득 국가가 소수이고 

지역의 평균 GDP가 중하위 소득 경제이므로 ‘개발도상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Kraphol 

et. al., 2017) 

이러한 선택기준에 따른다면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379개의 협정의 숫자는 아프

리카, 아시아, 중부유럽, 남아메리카의 20여개 지역기구로 축소된다. 그리고 이 중 개별 대

륙의 다른 지역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발전과 역내 무역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통합의 정도가 높은 지역 기구의는 ASEAN, MERCOSUR, SADC 등으로 압축된다. 이 중에

서 SADC와 MERCOSUR의 경우 사회적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EU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18) 2018년 현재 467개임(https://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접속일:2019.01.05)

19) 그러나 ‘새로운 지역주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1990년대 설립된 것만을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데 ASEAN과 같은 지역기구는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지만 새로운 지역주의 하에서 AFTA라는 경

제통합을 새롭게 시작하고 회원국을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동학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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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ERCOSUR는 EU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는 개발도상 지역통합으로 간주된다. 또한 

2000년대 들어 MERCOSUR는 ASEAN에 비해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 지역통합이 정

체되고 있지만 그러한 정체가 비교의 유의미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ASEAN과 MERCOSUR를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한다.   

한편 ‘선진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결합 사례 중 최근의 지역통합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NAFTA를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자의적 선택이 아닌데, 왜냐하면 NAFTA가 남-북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면서 순전한 경

제통합20)을 통한 지역-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종의 ‘사회’에 대한 ‘미국적 모델’이기 때

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단순히 지역경제통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통합’의 사회

적 동학 특히 사회적 의제 형성과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 ‘개발격차 해소’21) 프로그램을 다

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지역통합’에 접근하는 상이한 방식을 추가하여 비교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2).  

실제로 지역별로 많은 숫자의 지역기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변수는 많고 사례

는 적은’ 전형적인 ‘비교사회학’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의

제와 이를 둘러싼 개발협력의 전개 양상을 세 지역의 세 가지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민족적 수준’과 EU, 글로벌 수준의 활동 또한 지역이라는 ‘수행적 

공간’에서 벌어질 경우 참조하도록 한다. 세 가지 지역기구를 중심적인 경험적 연구대상으

로 두고 본 연구에서는 ASEAN과 MERCOSUR가 위치한 지역별 지역통합의 다양한 양상도 

경우에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경우에 따라 EU, SADC, SAARC 등도 세 가지 지역경

제통합 사례와의 비교를 위해 동원되며, 동일 지역기구 내에서 차별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

들의 경우 사례-내 비교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사례-내 비교 및 기타 지역 

사례의 보충을 통해 “변수는 많으나 사례는 적은” ‘비교연구’의 결함을 보완할 것이다. 

20) 기본적으로 경제통합을 상정한 경제기구라 할지라도 사회적·정치적·공적 차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무역의 추구 자체가 ‘사회적 노력’에 해당한다(Duina, 2006).

21) 개발격차와 관련하여 MERCOSUR에서는 ‘비대칭성(Asymmetries)’과 불균등성(disparites)이라는 용어가 

주로 활용되고(Blyde et al., 2008; Giordano et al., 2005),  ASEAN에서는 개발격차(development 

gap)(Mcgillivray&Carpenter, 2013, Aldaba 2013)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이는 지역협력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22) NAFTA가 추가될 경우 남-북 협력의 사례인 확대된 EU를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째 EU에 관한 기존 연구가 충분한 점, 둘째, 사회적 차원의 도입 

특히, ‘개발격차’ 해소 방안에 있어 MERCOSUR가 EU모델을 전제하고 있는 점, 셋째, 본 연구가 새로운 

지역주의 하에서 남-남 협력뿐 아니라 지역-사회-형성의 이념형적 측면을 고찰하려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선진적 모델’인 EU보다는 이와 유사한 MERCOSUR를 관련 유형의 대표사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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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의 사회적 동학 분석틀 

2. 사례의 체계적 비교를 위한 분석틀

지역사회의 동학을 분석하고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기제로서의 개발협력프로그램의 양상

과 이러한 과정 속에 출현하는 지역사회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틀을 구성

한다. 지역의 사회적 동학에는 지역경제통합의 특성,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

싼 갈등과 사회적 장의 형성, 개발격차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준다. 지역경제통합의 특

성은 지역경제통합의 역사적·지역적 배경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

소는 대표적으로 특수상품인 노동, 공공재인 환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지

역의 사회적 의제는 형성되고 결정된다. 한편 지역경제통합은 개발격차라는 부정적 효과를 

산출한다. 여기에는 회원국의 구성과 역학관계가 긴밀히 관련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사회적 동학은 지역의 사회적 모형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본 논문에서는 NAFTA의 경우 규칙기반 모형, MERCOSUR는 권리기반 모형, 

ASEAN의 발전기반 모형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학은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구체

적인 사회프로그램으로 전개되는데 지역-사회의 사회적 동학이 재분배(개발격차 해소)와 노

동·환경이라는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지역경제통합의 역사적·지리적 배경에는 지역을 형성하는 행위자들과 지역주의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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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지역주의는 지역통합의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23). 즉 ‘범라틴

아메리카주의’, ‘범아시아주의’, ‘범아프리카주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의 역사·정치·문

화적 특성에 상존하는 ‘지역형성’ 이데올로기 관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

편 지역-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주체들인 지역형성자에는 역내 국가들 뿐 아니라 각종 이

익단체와 역외 국가까지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를 세계적 행위자, 지역적 행위자, 민족적 행

위자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ASEAN에서의 ADB는 지역적 행위자에 포함된다. NAFTA내 미

국기업 노조의 활동은 지역적 행위자 수준에서 활동할 수도 있으며 민족적 행위자 수준에

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형성자들은 특히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거나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행위자로 등장하며, 지역적 제도를 형성할 때도 등장한다. 

3. 사례 연구 방법

‘비교지역주의’(comparative regionalism) 또는 ‘비교지역통합’(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연구를 꾀하는 본 연구는 사례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기초한 개념화와 분류를 

통해 제한된 일반화를 추구한다. 보통 사례중심연구가 세 가지 경향, 첫째 이론의 적용을 

통한 경험적 사례의 해석, 둘째 이론의 유사증명, 또는 비교가능한 사례들의 교차 비교와 

제한된 이론화, 셋째 역사적 전개과정의 이해와 보편적·포괄적인 거시인과적 분석이라고 

한다면(정진성, 1987; Ragin, 1987; McMichael, 1990) 본 연구는 둘째와 셋째의 일부에 해당

한다.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사례들 즉 지역기구들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하나의 속(屬, 

genus)에 속한다. 즉 ‘지역경제통합’은 하나의 상수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의 공통된 속성으로 이를 추출하기 보다는 유사성으로서 이를 통념적으로 인정하고 

진행된다. 한편 지역경제통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경제통합의 성격(여기에는 역사

적·지역적 특수성이 포함된다), 회원국간의 구성 및 역학관계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의 특성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 일차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구조적 영향 하에서 지역적 행위자들은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한다. 또

한 지역적 성장의 분배와 역내회원국 간의 개발격차도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다. 그

리고 그 제도화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은 개발협력프로그램의 형태로 사회적 차원을 기

능적으로 대리한다. 

23) 이는 국제관계론에서 논의하는 ‘지역주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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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본 연구는 동일한 원인(상수로서의 ‘지역경제통합’)에서 기인하는 상이한 결과(구체

적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를 지역경제통합의 제도적 성격과 특징의 차이점들을 통해 설명한

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사회-형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대유사체계 분석 즉 일종의 

차이법을 따른다. 여기서 ‘체계’(體系, systems) 란 연구대상현상이 그 속에서 발생하는 조

직·집단·사회체계·국가 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동학’

에서 파생되는 지역사회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나타난 변수들의 구체적 

양상은 아래와 같다. 

지역경제통합의 구

조적 

요인과 특성

지역적 특성 

- 지역주의의 존재유무 

- 개별회원국의 지역통합과의 관계 및 정치·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징
- 제도 구성의 방식(정부간 제도/초민족적 제도 등)

- 분쟁해결절차와 협정의 구속력 

회원국의 

역학관계

- 지역헤게모니 또는 지역강국의 영향력

- 회원국간의 역학관계 

사회적 동학의 

제도화 

사회적 의제의 참

여자(지역형성자) 

- 정부행위자 

- 비정부행위자(기업, 노동·환경단체 등의 시민사회)

의제 형성의 제도

화 방식

- 사회적 의제의 노동·환경 등의 비시장적 요소에 대

한 반영방식(선언/규칙/권리 형성 유무 등) 

- 개발격차 해소 방식 

- 지역형성자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여 방식과 지역

형성자 사이의 관계 

지역개발협력

지역개발협력의 대

상, 주체 그리고 

재원

- 사회적 의제의 반영 방식 

- 지역개발협력의 주요 대상

- 개발주체의 수준과 종류 

- 정부/비정부행위자의 협력 방식

- 재원조달 방식 

<표 1-4> 지역통합과 사회적 동학의 변수  

이러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세 지역경제통합의 공식페이지 및 공식문헌들, 해당 지역개발

은행의 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WTO, World Bank, UN, OECD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며 기

존의 개별지역들에 대한 2차 문헌들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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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장의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기존연구검토, 이론적 자

원, 그리고 연구대상과 분석틀 및 연구방법에 이어 2장에서는 세계화 이후 ‘지역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세계화의 지역적 양상과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의제 그리고 개발협력에 대한 이

론적 구성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의 개괄적 상을 그려내고자 한다. 사회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비시장적인 요소인 노동·환경을 둘러싼 세계적 차원의 갈등과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지속

가능개발의제의 지역적 양상에 대한 개괄적 상을 그리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의 

지역적 양상인 지역경제통합을 발전단위의 측면과 지역형성전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의 다양성과 특성을 통해 세계화 속에 상쟁하는 지역통합

의 모형의 윤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의 제도적 요소와 지역적 수준의 

행위자들의 윤곽을 그리고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여 사

회적 동학을 설명하는 기초적 분석의 토대를 삼고자 하였다. 2장 3절에서는 사회적 의제의 

제도화의 구체적 양상으로서의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한 차원의 지

속가능개발의제, 그리고 지역개발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비시장적 요소와 개발격차, 지역개발

협력의 주체와 재원에 대한 분석의 이론적 기반을 정교화한다. 

3장-5장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비교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로서 NAFTA, MERCOSUR, 

ASEAN 다시 말해 북미지역 경제통합의 사례, 남미지역의 경제통합 사례, 동남아시자 경제

통합의 사례를 다룬다. 개별 지역별로 지역통합 설립 성격, 제도적 특징, 그리고 사회적 의

제의 형성과 제도화 또는 지역협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동학, 그리고 그 구체적 양상으로

서의 지역개발협력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새로운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지역주의의 모형이자 기준이 NAFTA를 다룬다. 

NAFTA 모형은 미국이 주도한 ‘경쟁적 자유화’ 모델을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한 지역경제통

합의 범례이다. NAFTA의 설립의 역사적·지역적 배경과 아울러 미국 주도의 지역규율체제

로서의 자유무역협정을 다룸으로써 미국 주도의 지역형성전략 또한 기술한다. NAFTA 지역

은 순수한 의미의 ‘경제통합’으로서 어떠한 ‘지역주의’도 존재하지 않은 듯이 보이나 ‘자유무

역’하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에 따른 합법적·불법적 노동력의 이동이 강한 ‘지역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민족적 제도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NAFTA의 세 회원국은 강

한 정책적 동형성을 보이며 일종의 지역적 규율체제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반

영된 NAFTA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며 규칙기반 지역화와 ‘권위’의 민영화의 개략적 상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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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본다. 

3장 2절에서는 NAFTA 지역통합의 쟁점으로서의 미국-멕시코의 개발격차 그리고 비시장

적 요소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룬다. 또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의제의 

규칙으로의 치환을 노동·환경 부속협정의 시민청원의 사회적 동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

한다. 3절에서는 접경지대의 환경개발협력 이외에 전통적 개발협력이 부재한 NAFTA에서 

비정부행위자들 중심의 지역개발협력의 분석을 통해 사회운동으로서의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의 지역개발협력을 넘어 시민사회 우위의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모

색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개발격차와 비시장적 요소의 노동관련 문제의 결합으

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 문제를 마낄라도라와 이주의 문제를 통해 살펴본

다. 

4장에서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공동시장과 정치·사회 프로젝트로서의 MERCOSUR를 

분석한다. 4장 1절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주의를 가진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의 전반

적 상황을 개괄하며 MERCOSUR의 제도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공동시장

에서의 MERCOSUR와 사회적 MERCOSUR 사이를 진동하는 MERCOSUR의 사회적 동학을 생

산요소인 노동과 권리담지자로서의 인간을 둘러싼 MERCOSUR의 사회적 의제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를 역내 이주와 시민권 중심의 지역통합을 

통해 파악한다. 또한 여타 경제통합과 비해 비대칭성이 큰 MERCOSUR의 특징과 이를 해소

하기 위한 구조수렴기금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환경의 두 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협력을 파악한다. 역내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분야의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지역환경협력의 원인을 인민주의에 기반한 MERCOSUR회원국

들의 신채굴주의를 통해 설명한다. 

권리기반의 노동분야 협력에서는 비정부행위자들의 협력과 사회·노동선언 등이 구체적으

로 다루어지며 사회·노동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권 중심의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지

역엘리트, 정부행위자, 다자적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개발협력에서의 행

위자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한편 ‘시민권’중심의 지역통합의 구체적 계획으로서의 ‘메르

코수르 시민법을 위한 행동계획’의 개념적 모순과 국경 통제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MERCOSUR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지역에 상존하는 ‘공식적 제도’와 실질적 양상 차이의 

격차의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는 MERCOSUR 사례를 통해 ‘사회적 권리’ 및 ‘지역공

동체’에 대한 열망이 강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있어  ‘공식적 권리장전’와 ‘실질적 지역

발전’사이의 격차 속에서의 지역사회동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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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동아시아 발전주의와 냉전적 지역통합 속에 형성된 ASEAN 지역경제통합의 역

사적·지역적 배경을 고찰한 후 ASEAN 방식과 아세안중심성을 중심으로 ASEAN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한다. ASEAN방식의 유연성과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구속력의 취

약성 그리고 국가중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장 2절에서는 ASEAN 지역통합의 사회적 동

학을 고찰한다. 2절에서는 개발격차를 중요한 주요한 사회적 의제를 삼고 있는 ASEAN의 

사회적 의제 형성과 제도화를 다룬다. ASENAN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기능적 접근과 개발

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는 아세안에 있어서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

력의 특성을 살펴본다.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서의 아세안통합구상을 

중심으로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의 다층성, 중첩성, 그리고 재원의 역외의존성 등을 고찰

함으로써 사회적 의제의 발전주의적 양상을 살핀다. 

3절에서는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과 환경을 대상으로 한 ASEAN 지역개발협력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다. ASEAN은 물리적 연계와 발전주의적 공간의 구축으로서의 지역개발협력을 

살펴봄으로써 발전기반의 지역형성을 고찰한다. 지역적으로는 BIMP-EAGA 지역의 성장지대

와 메콩강지역 사례를 통해 발전주의적 공간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 접경지대

에서의 개발협력과 지역개발협력의 다층적 역외참여자와 역외재원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또

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 특히 이주노동의 상황을 파악한다.

6장에서는 3-5장을 비교·종합하고 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함의 등을 결론적으로 모색한

다. 



- 26 -

2장.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동학과 개발협력 

1절. 세계화의 불만과 새로운 지역주의의 등장 

1. 불안정한 세계와 비시장적 요소    

9.11 테러, IS의 등장,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종 전염병 그리고 2008-2009년 금융위기 등 

전세계를 동시에 위협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비정상의 정상’이 다양한 의미에서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테러, 환경, 보건,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불안정의 요소들은 제어가능한가라는 의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에 비해 20

세기 후반 시작된 경제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불만 또는 부정적 결과들은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1999년 WTO 장관회담 당시 소위 ‘시애틀 투쟁’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에 대한 

불만이 여실히 표출되었으며, ‘세계의 비참’이란 단어로 상징되듯이 도도한 세계화의 물결이 

인간들의 관계를 파탄내고, 사회적 삶을 파괴한다는 인식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멀어짐’은 

다소 의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 세계화는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혹은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의

제의 중심에 있. 21세기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수많은 민중주의적 좌파정부들이 권력을 장

악하였는데, 이들 정부는 대부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반대에 기반하고 있었다.  

심지어 세계화와 상관없어 보이는 미국 안정보장위원회의 보고서도 전세계적인 경제자유화

를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Graubart, 2008:1-2). 이러한 예에서 보

듯이 WTO와 지역적 수준에서의 무역-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세계화

의 진행은 지속적으로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나타났듯이 

기업친화적인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들과 사회적 공공성(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의 통제, 생태

적 건강, 적정 임금과 노동기준의 준수)를 옹호하는 이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으며 때로는 

물리적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뿌리는 1980-90년대 영·미를 중심의 신자유주의 사회 실험(한 세대가 지

난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적·이데올로기적 실험이었다라고 부를 수 있다)이었다. 

시장 지향, 탈규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한 신자유주의는 통신·교통 수

단의 기술적 진보와 결합되어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였

다. 이러한 과정은 상품, 자본,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과 민간행위자들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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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민족화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회적 규제의 완화, 사회적 서비스

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수익성의 우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주로 복지 영역

에서 진행된 이러한 흐름은 민족적 차원의 사회적 계약(만일 이러한 것이 이론적 차원이 아

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존재하였다면)을 침식하였다. 또한 자본의 초민족화는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관리, 민족적 경계내의 화폐관리를 침심함으로써 정책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힘을 침

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사회의 효율적 재배치가 아니라 민족적·초민족적 수준에서

의 불평등한 분배 혹은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갈등의 증폭, 광범위

한 사회적·생태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화’ 속에서 약화된 민족국가의 

정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다시 말해 초민족적 차원에서 형성

되기 시작한 생산연쇄의 자유로운 이전과 확대 이에 뒤따르는 사람들의 이동의 증대, 금융

적 부분의 급속한 증대와 변동성 확대 등을 ‘취약한’ 민족적 수준에서 관리가능한 것인가, 

민족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보호와 규제, 그리고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이나 실행이 가능한

가에 대한 논쟁이 잇따랐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가치에 우위를 둔 대항운동을 불러 일으켰는데(Cox, 

1996;Gill,1991) 대부분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무역협정 협상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협

정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노동조직가, 환경주의자 여타 사회운동 활동가들로 하여금 

무역협정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에 대항하게 하였다

(Ayres,2002;Cook,1997;Kaldor 2000).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다자적인 무역-투자 구상들에 

대한 대항운동속에서 일련의 활동가들은 민족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와 평등, 문화

적 다양성, 경제에 대한 공동체의 제어 가능성을 주장하며 세계적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였

다(O'Brien et al. 2000;Broad 2002). 물론 세계화에 대한 대항운동이 세계적·지역적 차원

의 무역협정에 대한 공공정책과 토론에 영향을 끼쳤지만 초민족적 기업과 금융투자자와 같

은 신자유주의 진영보다는 약했다. 이들은 개별정부에 대한 많은 로비 자원을 가지고 있었

고 미디어에 강한 영향를 끼칠 수 있었다. 그리고 초민족적 경제행위자들은 투자-무역협정

에 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초민족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대항 진영은 평등과 자치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내세웠으나 전반적인 사회적 자원을 동원

할 능력이 없었고 초민족적 수준에서 활동하기도 용이하지 않았다(Graubart, 2008:1-10).

사회적 가치를 WTO 주도의 세계적 무역체제에 반영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쉽지 않았는데  

국가적 행위자들은 협상테이블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항세력들 즉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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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환경주의자, 인권활동가들도 1990년대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무역체제를 심

각하게 다루지 않았다(O'Brien et al. 2000). 결과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노동권이나 환경

조항을 WTO나 개정된 GATT협정 또는 부속협정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무역협정에

서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자 한 대항세력이나 정책입안자들의 남반구 정부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무역과 투자협정에 대한 사회적 연계가 보이지 않는 보호주의이자 남반구 

정부의 주권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대다수 개발도상국가들은 자유무역투자협에

서 산업화된 시장과 투자를 위한 경제적 구상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Kahler 1995).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동과 환경 이슈는 WTO 장관회의에서 주목받

게 되었으며 환경이슈는 1990년대 초반부터 WTO 의제로 포함되었다. 1992년 UN ‘지구정

상회담’과 돌고래 보호를 내세운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 수입 금지가 불공정 무역제재라는 

GATT의 판결 등이 계기가 되었다. WTO는 무역과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수립하였으며 환경주의자들의 의견을 포함하였다. 무역환경위원회는 

무역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국제적 환경협정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신자유주자들의 관심에 

대응하였다(Kahler 1995; O'Brien et al. 2000; Shaffer 2001). 무역환경위원회를 통해 환경

NGO들이 세계적 차원의 환경의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권을 가지게는 되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환경에 비해 노동관련 의제들은 더 진전이 없었다. 자유무역연맹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 ICFTU)의 주도하에, 노동운동가들은 1996년 싱가포르

에서 열린 첫 번째 WTO 장관회담에서 핵심적인 노동권들을 포함시키려 하였다. 남반구의 

독립적 노동조합 또한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였지만 주지지층은 1세계 국가들이었다. 결과적

으로 남반구 국가들의 연합, 초민족적 기업, 몇몇 서구 정부들의 반대로 인해 노동권을 옹

호하는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반구 활동가들은 산업과 농업 분야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위협과 국내의 노동·환경 

표준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었고(O'Brien et al., 2000). 남반구 활동가들은 민영화, 주

요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의 삭감, 토착 공동체에 대한 피해, 천연자원의 고갈, 친시장적 

정책으로 인한 국가 자율성 포기 등에 방점을 두었다(Anderson, 2000; Khor 2000). 그리고 

남반구 활동가들은 무역협정에 대한 북반구 반대자들 또는 서구 노동운동의 동기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역협정과 노동·환경 기준의 연계가 위장된 보호주의가 아닌가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Khor 2000; O'Brien et al., 2000).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WTO장

관급회담에서 이루어진 것은 핵심적인 국제노동표준에 대한 임시적 선언정도였다. ILO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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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노동 이슈를 다루는 적절한 기관으로 지목되었으며 “노동 표준을 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였지만(O'Brien et al. 2000; Khor 2000)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거의 모든 남반구 정부들은 노동과 환경문제 있어서의 높은 국내기준을 요구하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연계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북반구 정부들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O'Brien et al.2000). 또한 초민족적 기업으로 대변되는 초민족적 경제 행위자들은 

무역협정에 있어 사회적 표준을 결합하는 것을 주저하였다(Manley&Lauredo 2004: 85). 실

제로 대다수 무역협정과 지역경제통합, 심지어 ‘사회적 유럽’을 표방하는 협정들도 신자유주

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가들은 지역경제통합을 포함

한 세계적 투자-무역체제에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고 논쟁의 지형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기

여하였으며 사회적 의제를 반영한 제도적 지원을 옹호하였다.  

WTO로 대표되는 세계적 무역체제의 재편을 계기로 하여 약화된 민족적 수준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초민족적 차원의 사회적 포럼과 대항 운동으로 표현되기

도 하였지만 국제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노력은 UN이라는 유일한 초민족적 

국제기구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각종 국제기구, 은행들, 유엔과의 협력과 정책적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UN은 세계은행과 IMF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금융적 대표기구의 영향

력을 축소하고 UN사회경제위원회 등의 초민족적 기반의 사회통치기제를 형성하고자하는 세

계적 차원의 사회개혁의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동적 자본에 의해 침해되는 비유동적 노동

의 권리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제사법재판소와 같

은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사회권리체제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세계화의 부

정적 결과에 대한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세계적 차원의 사회통치

제도의 개혁을 꾀하고 보다 강화된 UN기반의 세계적 사회통치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적 차원

의 재분배, 규제,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촉진하자는 주장이었다(Deacon 2007; Held 2004; 

Yeates 2001, 2008). 

세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의제는 우선 세계적 양극화24)의 해소 달리 말해 세계적 차원

의 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요구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종 ODA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금전적·기술적 원조를 위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들이 등장하

였다. 새로운 재원의 마련, 보건관련 전세계적 기금의 확보, 세계적 차원의 사회적 협약, 

UN사회권 체제 개선 등을 통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

24) 이는 국가간 격차뿐 아니라 국내적 격차를 포함하는 민족적 차원의 인민의 분할, 민족적 경계내에서의 

장소적 분할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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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제도적 개선은 실행 가능성은 차치하고 초민족적 재분배(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분야의 ODA)와 같은 해결책이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북반구 주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WTO 무역체제에 대한 대항운동에서 보았듯이 환경, 노동, 사회권, 국제개발원

조 등 많은 분야에서 남반구는 북반구 주도의 개혁된 세계화 전략 또한 ‘부당한’ 글로벌 표

준을 부과한다고 여기며 그 저의를 의심하였다. 남반구의 많은 행위자들은 ‘조건’을 단 각종 

사회적 영역의 진보적 형태들을 수용하기를 주저하였다. 이러한 주저함은 결국 기존의 북반

구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남반구가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의 표현이기도 하였다(Deacon et 

al., 2010) 

그리하여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세계화를 위한 대안적 경로, 그리고 현실

적 경로는 개별 지역의 이해를 보다 반영한, 지역에 기초한 분산화된 세계화의 형상으로 나

아가고 있으며, 지역적 수준에서 초민족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남반구에게 있

어 중요한 것은 북반구의 이해에 따른 ‘글로벌’기구의 개혁이 아니라 남반구에 의한 새로운 

틀의 형성이었다(Bello 2004). 또한 초민족적 경제행위자들도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세계적 수준의 무역체제의 형성보다는 지역적 차원의 경제통합이 선호되게 되었다. 

결국 세계무역체제를 둘러싼 투쟁과 논쟁들은 투자-무역체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도 ‘지역화’ 

전략을 선호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며, 투자-무역체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지역화’ 전략 속

에 자신들의 의지와 사회적 의제들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의제는 자본의 세계적·지역적 전략 속에서 해체되는 ‘환경’이라는 공

공재와 민족적 경계 속에서 보호받던 ‘노동력’이라는 특수상품의 지위를 중심으로 주로 형성

되게 된다. 글로벌한 자본의 유동성 속에 산포된 인구들과 생태적 환경의 취약함, 또한 다

른 한편으로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물리적·인적 연계의 대상으로 노동과 환경이 주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차원 혹은 사회적 의제들과 이를 해결하고

자하는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들은 이 두 가지 쟁점 혹은 지역(경제)통합의 사회·물리적 요

소로서의 ‘노동력(인민)’과 ‘환경(혹은 인프라)’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보건적 위험들이 부가적으로 뒤따른다. 그

리고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 즉 지역경제통합들은 이를 자신들의 

고유한 지정학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하에서 제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region)’이라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려는 세력들도 새로운 경제통합

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며, 약화된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통치의 장을 찾는 이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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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의제의 반영 경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세계화의 지역적 양상  

(1) 발전단위로서의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은 참여회원국을 중심으로 단일한 사회·경제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지역경제 통합의 이 공간은 민족적이지도 글로벌하지도 않다. 그것은 지역적

(regional)이다. 그러나 민족적 공간이나 글로벌한 공간과 구분되는 지역적 공간은 존재하는 

것일까?

세계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지만, 공통적인 관점 중 하나는 영토적 제약은 상대화되

고 상품, 돈, 인간, 사상, 문화, 정보의 세계적 흐름을 통해 민족국가와 사회들간의 상호작

용이 강화된다는 것이다(Hurrel 1995:54). 세계화의 이러한 측면은 지역경제통합으로 상징되

는 (경제적) 지역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영토적 경

계를 허무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지역주의는 국가행위자들에 의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또 다른 수준에서의 영토적 경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 세계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역화가 경제적 세계화의 구체적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물질적인 경제적 과정, 특히 초민족적 기업의 생산기지의 지역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의 무역체제, 그리고 세계적 시장에 대한 개별 민족국가의 국내 정

치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기도 하다(Nesadurai, 2003). 여기서 세계화의 다층적 측면과 

지역화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추상적 세계화의 구체적 양상으로

서의 지역화를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사실 지역주의는 1930년대의 블록경제, 1950년대 이후 구지역주의에서 보듯이 세계 각 

정부가 세계경제에 대해 쉽게 취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의 

흐름은 보다 광범위하여 지난 세기 WTO 회원국의 90% 하나 이상의 지역 무역협정에 가입

하였고, 경제적 발전의 수준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 경제통합

의 구도 안으로 들어왔다(Bawles, 2000:81).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 양태에 있어서도 

1990년대 지역경제통합은 ‘지역경제블록’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1930년대의 지역화, 또는 

1950-60년대 구지역주의와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 1930년대 지역화는 ‘보호주의’를 통한 

‘민족경제’의 강화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국적 질서’의 지역적 확대를 보였다면 기존의 민

족적 경제가 해체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형성된 1990년대의 ‘지역화’는 ‘자유무역’을 기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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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역무역협정 체결 빈도 

서로 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색채를 띤다. 또한 1950-60년대와 달리 자국내 산업 성장을 

통한 내부 성장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개방하고 수출-해외투자 주도의 전략으로 이

끌었다(Lawrence, 1994a:366).

출처: WTO, https://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접속일, 2018.12.28.)

이러한 1990년대의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은 통상의 국가적 단위의 발전전략의 상이성

과도 관련된다. 1990년대 지역주의는 이전시기의 지역주의와는 그 내용과 동기에 있어 구분

되었으며 이는 수입대체 전략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이동이라는 발전담론의 변화에 상

응한다. 전후 발전담론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으로부터 자신의 몫 이상을 얻고자 하

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남·북간의 저축과 외환의 ‘이중적 격차’를 북반구의 양보와 ODA 등

으로 상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자유무역’ 시대는 남·북간의 노동분업(실질적으로

는 저임금 국가로의 노동분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과 국가간의 차이를 거부한다. 또한 

이전 시기 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기하였던 새로운 경제질서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

제와 기술적 이전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역주의 또한 수입대체를 위한 내부시장의 확보였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 속에 진행된 전세계적 무역자유화와 새로운 지역주의의 등장은 개발

도상지역에서의 발전전략의 수정 즉 기존의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으로의 방향 

전환을 동반하였다. 1950-70년대 개발도상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부터 자신의 시장을 

보호하고 민족국가 경계내에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지

역별 통합을 꾀하는 ‘구지역주의’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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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략의 실패를 증명하였고, 1990년대 신자유정책 패러다임이 새로운 지역주의와 함께 

활용되었으며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개발도상지역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50-60년대 발전이론이 능동적이고 개입적인 국가를 상정하였다면 1980년대 의해 발전

담론은 극적으로 변화하였고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국가

로 변모하였다.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전략과 대비된 수입대체 전략의 높은 비용과 비효율성

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표면적 이유로 작용하였다. 서로 다른 전략을 지닌 개발도상국의 

대비는 결국 ‘제3세계’와 ‘발전 이론의 종말’을 가져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에서 개별국가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과 재능이 중요하였고 모든 나라들은 경제적 규칙 앞에 동등하게 취급

되었다.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이디어는 1990년대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개방적 지역

주의’라는 특색을 지닌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을 주도하였다(Krueger, 1997; Bawles, 2000 ). 

1970년대말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적 지역주의”라고 부른 발전주의적 사고는 정책입안자

들사이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발전은 민간경제 행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글로벌결쟁력을 길러내는 행위로 재정의되었다. 이러

한 방식으로 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부문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역적 차원의 조직들은 지역통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소극적 수단의 활용 예를 들어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감소를 통해 

자본의 공동시장과 노동력 활용의 공동시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된 활동의 목적이 된다

(Bhagwati, 1993; Bowles, 2000). 그리고 이러한 접근 속에서 지역은 지리적 경계나 문화적 

경계보다는 지역적 시장의 형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며 개방적 경제 속에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위로 등장한다. 

개방경제 속에서 그렇다면 발전단위가 국가단위가 아니고 왜 지역적 단위일까?

우선 그 배경에는 가장 대중적 설명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WTO와 GATT의 비

효율성이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회원국의 대거 가입과 이들의 다자적 협상은 비효율적이었

으며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는 개별 회원국들이 시장을 개방하는데 소극적이었다. GATT

와 WTO의 난항 속에서 지역무역협정이나 지역기구가 일종의 대안이 되었다. 세계적 수준

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범위가 좁혀지자 공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

면 범위가 문제라면 양자적 협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던가? 지역들은 새로운 지역적 동맹

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전문화를 통해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NAFTA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통합을 통해 생산의 장기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자기회의 확장, 상품 교역의 증대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삶의 질의 향상을 보장하리라 기대되었다. 또한 이미 초민족화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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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국경 오염, 불법 이민, 초국경적 범죄도 지역협정들의 배경이 되었다(정진영, 1998; 

Duina, 2006:29-34).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우위의 세계화 속에서 1990년대 새로운 지역주의는 다음의 두 가

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많은 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을 선호하게 되었다. 

우선 지역통합은 시장 규모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투자 시장’으로

서의 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활발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

다. 둘째 수출지향 발전전략에 따른 시장확보를 함에 있어 중요한 역외시장들(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지역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국제협상에서 개별 국가가 아닌 집단으로서 지

역회원국의 위치가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새로운 지역적 연합의 

형태들이 세계체제 속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세계화와 새로운 지역주의는 상호

강화되어 나타났으며 1990년대 ‘새로운 지역주의’의 물결은 거의 모든 개발도상지역에서 지

역기구의 설립 또는 기존 형태의 혁신을 이끌었다. 세계시장으로부터 주변화되지 않기 위해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은 하나 이상의 지역기구에 가입하였던 것이다.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이러한 지역기구들은 지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통

일된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그 성공여부 또한 일정하지 않다. ASEAN은 SAARC보다 

성공을 거두었고 MERCOSUR는 1990년대 성공을 거두었지만, 2000년대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Krapohl, 2017).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방적 지역주의는 ‘유동적’ 자본의 확보를 위해 걸며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전단위로서의 지역은 일차적으로는 금융 우위의 세계화라는 상황 속에서 

투자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책으로서 민족-국가(여전히 분석단위로서 유의미하다면) 들의 

일시적 연합이다. 또한 대외무역의 차원에서는 수출지향적 산업 그 국내적 이면에서는 신자

유주의 정책의 효율적 정착으로 대변되는 민족국가들의 일시적 연합이다. 개방적 지역주의

의 국내정치경제적 측면의 경우, Hoekman& Kosteecki(1995:214)에 따르면 지역경제통합의 

주된 동인 중 하나는 개별 국가들이 자유화 또는 규제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한 잠금 장치

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경제통합에 국가만이 주인공은 아니다. 오히려 국

가는 ‘조연’에 불과하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지역은 엄밀히 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초민족

적 기업들의 생산기지화와 이에 따른 인구 이동의 장이다. 이 속에서 지역통합내의 조연인 

개별국가들은 발전을 ‘국가경쟁력’과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발전담론 속에 위치짓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관계를 이념적으로 고찰해본다면 <표 2-1>과 같

다. NAFTA는 신자유주의적 지역주의 유형에 가까우며, ASEAN은 FDI유형이 결합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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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형
세계화에 
대한  관계

주된
추동력 주요 특징

대외자본과 
국내자본과의 관계

신자유주의적 
지역주의(개방
적 지역주의의 
변형)

세계화에 
적극 관여 효율성

- 비원회국에 대한 새로운 장벽
없음.
- 탈규제 의제 우선; 모든 경제
적 활동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 
축소 

- 국내외 자본에 
대한 구분없음. 
- 세계적 지향의 
자본에 우위권

FDI 유형(개방
적 지역주의의 
변형)

세계화에 
적극 관여

성장의 원천
으로서의 FDI
와 효율성 

-비회원국에 대한 장벽없음-탈규
제적 의제는 집중적이거나 제한
적; 경제에서의 정부역할은 양가
적이며 배태된 신자유주의적 지
역주의의 사례일 가능성  

해외자본 즉 해외
투자유치가 목표 

저항 세계화에 
저항

사회적-분배 
이슈에 관심

- 세계시장의 힘에 대한 고립
- 국내적 아젠다는 사회적-분배

노동을 비롯한 여
타 사회적 집단에 
우선권

발전주의적 지
역주의 

초기에 제한
적이면서 일
시적인 저항
을 거쳐 세계
화에 관여 

장기적 성
장을 겨냥
하며 초기
에 국내분
배에 관심

- 국내자본에 대한 일시적 우위
와 보호; 분배는 사회적 분배가 
아닌 자본에 대한 분배 

국내 자본에 우위

<표 2-1>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관계(Nesadurai, 2003:41 일부 수정) 

주의적 지역주의에 가깝다. MERCOSUR는 FDI유형과 저항형의 복합형으로서의 발전주의적 

지역주의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역형성전략 및 통치체로서의 지역경제통합 

세계화 시대에 많은 학자들은 세계-지역(world-regions)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지역 통합

이 부상함을 목도하고 있다. 지역통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자들에 의해 추동되는 차별

적인 과정 즉 지역주의, 지역화, 지역-형성을 포함한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초민족적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칭하는데 주로 지역적 수준에서 민족국가에 의해 주도된다. 

APEC, ASEAN, MERCOSUR 등 대부분의 지역(경제)통합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지역화

(regionalization)'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밑으로부터의 국경을 넘어선 협력 등을 포함하는데, 

주로 민간 행위자들 즉 초민족적 기업, NGO들에 의해 추동된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통합은 

관념, 정체성,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다. 지역들이 대체로 자연적이고 정적인 지리학적 실체

와 연관된다면, 지역들의 경계와 혼합은 사회적 구성의 과정 속에서 복잡하게 형성된다.  

카젠슈타인(2005)이 “지역은 자연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정치

적으로 경쟁하고 변화에 열려 있다. 지역들은 물리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상품과 사람들의 

흐름 이상이다”라고 지적하듯이 지역은 지리적 경계이상이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지역경제

통합도 단순한 지역통합 이상이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형성되는 지역은 발전의 단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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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공간으로서의 측면,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역형

성전략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역의 어원 자체가 통치하다(reign)로부터 파생된 체제(regime) 및 군사관리구역

(regiment)에 해당하며, 지역이라는 말에 이미 정치적·군사적 지배와 통제가 포함되어 있다

(마루카와, 2003:17-20). 실제로 지역이란 무엇인가? 지역은 실질적으로 자연적, 민족국가적 

영토와 군사적 영향력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개념적 소산 또는 구성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

적·경제적 행위를 통해 발견되는 복잡한 영역이다(Katzenstein, 2005). ‘지역’을 순전히 구

성되는 것으로만 볼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럽’이라는 당연시된 ‘지역’을 유라시아 대륙의 하

위 지역으로 재분류할 수도 있다(이강원, 2011). 현재 ASEAN 10개국을 포함하고 있는 ‘동

남아시아’라는 지역이 1943년 태평양전쟁 당시 스리랑카에 영국-미국 연합군의 동남아시아 

사령부(South-East Asian Command)가 설치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위적 개념임을 

널리 알려져 있다(矢野暢, 1991).    

1990년대 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지정학25)적 이유에서 출발하였다. 탈냉전 시대의 도

래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패권국에 의한 세계 분할의 종식을 의미하였고 이는 국제

질서의 분권화, 다극주의를 의미하였다. 양극체제의 해체는 중소국가들의 자율성을 증대시

키는 한편 개별지역이나 국가들은 기존의 구심력이 사라짐으로 인해 세계질서로부터 소외되

거나 주변화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서방질서와 공산주의적 동방질서의 적대

가 더 이상 국제체제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자신들의 대

외 정책을 재규정하였다. 동시에 세계화는 증대되는 지구적 경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 필요한 새로운 동맹을 필요하게 하였다(Fawcett, 1995; Gamble and Payne 1996;Hettne 

2005). 지역주의는 이러한 수단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등장한 새로운 지역적 

동맹들은 세계 시장으로부터 지역시장을 분할하기보다는 세계 시장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지역주의는 ‘개방적 지역주의’라고 일컬어졌다

(Blumer-Thomas 2001; Frankel and Wei 1998). 세계화 이후 지역적 동맹은 지역경제통합

과 더불어 WTO 도하개발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다양한 다자적 협상을 통해 각 국가들은 구

제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지역적·양자적 협상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표 2-2>에서도 

보듯이 AFTA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경제통합에 뛰어든 아세안의 경우,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이외에도 개별국가들등 자신들의 발전 노선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FTA와 다자

25) 엄밀한 의미의 지정학은 패전국의 전범학문으로 몰려 냉전시기 학자들 보다는 각국의 국방이나 정보 

관련조직에서 수행되었고(이강원, 2011), 탈냉전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Katzenste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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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양자FTA 개수 또는 상대국 광역, 다자FTA

총계체결·

미발효
발효

협상

개시

체결·

미발효
발효

협상

개시

브 루 나 이 - 1 - TPP TP-SEP (*) - 3

캄 보 디 아 - - - - - - 0

인도네시아 - 2 5 TPS-OIC(**) PTA-D8(***) - 9

라 오 스 - 1 - - APTA(#) - 2

말레이시아 1 7 3 TPP,TPS-OIC PTA-D8 - 14

미 얀 마 1 - - - - BIMSTEC(##) 2

필 리 핀 - 1 2 - - - 3

싱 가 포 르 - 15 7 TPP TP-SEP - 26

태 국 - 7 6 - - BIMSTEC 14

베 트 남 - 4(*) 3 TPP - - 8
(*) TP-SE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4개국 참여

(**) TPS-OIC: 이슬람회의기구무역특혜체제(Trade Preferenti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PTA-D8: 8개개발도상국특혜관세협약(Preferential Tariff Arrangement-Group of Eight Developing Countries, 2011)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터키 등 8개국

(#)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1976),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한국, 스리랑카 

등 6개국 

(##) BIMSTEC FTA: 벵골만다부문기술및경제협력자유무역지대구상(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Free Trade Area), 부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팔, 태국 등 7개국

<표 2-2> ASEAN 회원국별 FTA현황(ASEAN차원 자유무역협정 제외)(2017년 6월 현재) 

적·양자적 무역협정을 전 세계 국가와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

제통합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지역주의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은 특정한 지역형성전략을 반

영하지 않을 수 없다. ASEAN+3 이나 <표 2-2>에서 보듯이 여타 지역경제통합 예를 들어 

TPP, APEC 등에 참여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볼 때 동남아시아 10개국만이 하나의 ‘지역’일 

필요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단일한 지역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힘

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세안은 아세안 방식(ASEAN Way)으로 자신들만의 구심점을 찾고

자 하지만, 아세안을 둘러싼 세계적 차원의 힘, 지역적(아시아적) 차원의 힘, 개별회원국가

들의 힘이 아세안을 유효한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출처:현민(2017b:12)에서 재인용 

세계화와 NAFTA 형성에 대응하여 형성된 MERCOSUR 또한 마찬가지이다. 라틴아메리카

에 등장한 수많은 하위지역체계의 결사체들(표 4-1 참조)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38 -

파라과이가 형성한 MERCOSUR가 4개국의 고유한 지역형성전략 중의 하나임을 반증한다. 

또한  MERCOSUR 형성에는 독재체제에서 벗어난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열망이라는 

지정학적 이유도 반영되었다. 

지역이 인위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치체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세계화 속에서의 민족적 단위의 취약함과 더불어 북반구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에 대한 

불만도 그 원인이 되었다. 경제적 측면’이 강조된 세계화 속에서 세계는 과거 민족적 수준

에서의 국가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신의 규제적 역할을 풀어야 했지만 이는 동시에 자신의 인민들을 보호하는 틀들, 국가가 

가진 기본적인 재분배 역할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었다. 민족적 수준에서의 정책적 독립성

의 훼손, 공공성의 사회적 제공에 대한 위협은 세계-지역적 수준에서의 보다 응집력 있는 

협력과 조정에 대한 요구를 낳게 되었다. 또한 재분배, 규제, 권리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형성은 북반구 주도의 제도강화를 의미하므로 지역적인 차원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다. 글로벌사회거버넌스의 개혁은 지역들간의 세계연방을 만드

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기구의 역할은 민족적 차원과 민족적 경계내의 지방을 보호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Bello, 2004:117-118). 

이러한 지점이 국가들의 지역적 기구의 건설과 강화가 들어오게 되는 장소이다. 북반구 

기반의 제도의 강화를 암시하는 재분배, 규제, 권리에 대한 글로벌한 거버넌스를 발전시키

기 보다는 개별 지역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EU 등 유럽적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주도되는 글로벌 거

버넌스가 아니라 개발도상지역의 정부와 시민사회(또는 개별지역)가 자신들의 정책적 선택

을 구성하는 정책적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국경간 이슈를 조정하는 지

점으로서 지역주의는 사회적 보호와 사회 각 영역의 이해를 세계화 속에서 조율하는 중요

한 도구와 행위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지역’은 개별 국가와 글로벌한 차

원의 국제기구들 사이를 보완하는 거버넌스의 중요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

역주의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다 근접할수록 국가간 협정의 합의점을 촉진한다. 지역

적 정체성은 국가들 사이의 좋은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대들이 ‘지역화’

라는 것을 단순한 지역경제통합을 넘어선 세계화의 매개적 장소로서 주목하게 되었다. ‘지

역화’ 또는 지역 통합 구상은 경제통합을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적

절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적 성장과 지역적 통합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의 발전, 공공부문의 지역적 재구성과 ‘좋은 거버넌스’의 발전, 제도적 역량의 강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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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감축과 포괄적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기대되는 장소이자 행위의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Deacon, et al.,2010) . 

세계화에 따른 협력과 거버넌스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 질문은 어떤 수준에 행위가 위치

지어져야 하는가이다. 민족적, 지방정부에 의해 행위가 취해질 수 있지만, 글로벌, 초민족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제한적이다. 다른 한편 UN, 브레튼우즈 제도 등 세계적 수준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이에 지역적 제도(EU, MERCOSUR, ASEAN, APEC, SADC, AU, NAFTA 

등)이 있다. 

이러한 다종다양한 지역적 제도와 통합의 형태들은 새로운 경쟁단위인 동시에 세계화 이

후 ‘정당한 세계화’이든 ‘부당한’ 세계화이든 북반구에 의해 주도된다는 불만에 대한 대항으

로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협력단위를 형성하고자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통합 모형들

은 지역통합의 구심이 되는 국가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역통합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확

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NAFTA를 주도하는 미국은 NAFTA식의 자유무역모형 및 그 실험

을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체들을 지역을 넘어 확대하고자 한다. 유

럽연합은 자신의 지역통합모형을 확대해서 동유럽으로 확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럽식 모

형의 정당성을 타 지역통합반영에 반영하려고 한다. 중국이나 ASEAN도 자신의 지역통합모

형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모형에서 발생하는 ‘개발격차’

나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세우게 되고 이것이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하여 하나의 지역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는 

MERCOSUR의 경우 1991년 아순시옹 조약 당시에는 통합과 연계된 사회적 이슈를 위한 배

려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사회적 차원의 제도화에 대한 이슈가 아젠다의 일부로

서 포함되었으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MERCOSUR의 창출하고 MRECOSUR의 사회적 발전을 

책임지는 기구들이 형성되었다. MRECOSUR의 사회적 차원은 인간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진

정한 의미를 가진 통합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ELA 2008). MERCOSUR와 대조적으로 안

데스공동체의 경우, 통합의 사회적 측면은 1969년 그 개념에서부터 안데스공동체의 일부였

다. 전체 안데스 통합과정은 사회적, 노동 이슈 및 보건 이슈를 포함하고 이었으며 이후 보

다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와 교육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2003년, 2004년 안데스 공동체

는 사회적 통합계획에 관한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SELA 2008).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통합구상은 대륙적, 준대륙적 수준에서 모두 일어난다. 대륙적 통합

의 주된 추동력은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 아프리카연명(African Union, AU)등이었다. 아프리카 지역화의 두 번째 물결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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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시작되어 중첩된 하위기구들, 남아프리카발전위원회(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서아프리카국가경제위원회(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등이 생겨나면서이다. ECOWAS협정은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된 사회문화위원회(Social 

and Cultural Affairs Commission)를 제시했다. AU는 모든 아프리카 지역협정을 위한 포괄

적 기구이다. 그것은 정부간 기구로 설계되었고, 2002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일과 연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자극하고,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화의 그림은 복잡하다. 많은 지역기구가 존재하고, 수많은 기구들이 

다른 지역통합의 구상들과 중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상들은 그 구상과 시행에 있어 큰 

격차가 있다. 몇 가지 상이한 유형의 지역경제통합이 무역, 투자, 금융적 개방에 대한 최소

한의 수렴과 최소한의 상이한 수단을 통해 창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제들도 

반영하고자 한다. NAFTA, MERCOSUR, ASEAN 등은 여타 지역화/지역주의의 구상보다 광

범위한 목적과 정교한 기제들을 가졌다고 평가된다(Morales: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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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차원과 제도적 요소    

1. 지역경제통합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성 

지역화가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이며 국가 이외 부문에서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부문

의 교류이고, 지역주의가 일종의 ‘공식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할 때(Wallace, 1992) 새

로운 지역주의는 경제적 부문에서의 초민족적 기업의 진출과 투자 등을 지역경제통합으로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주의는 무역·투자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을 통

한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모두 유사하지만 지역별 역사적·사회·문화적 

전통, 정체성, 지정학적 입장, 기구의 목적, 회원국의 국내적 정치적 사정 등 복합적인 이유

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적 국가

들의 지역형성전략에 따라서도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기제와 지역통합구상을 내포하게 된다

(Closa&Casini, 2016).  

지역경제통합은 참여회원국을 중심으로 단일한 사회·경제적 공간을 창출하려하는 것이

다. 지경경제통합의 공간은 민족적이지도 글로벌하지도 않다. 그것은 지역적(regional)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은 민족적 공간이나 글로벌한 공간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인가? 지역경

제통합이 우선적으로 단일한 경제 시장을 창출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지

닌다.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 회원국을 포괄하는 지역적 공간에서의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이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의상 순환을 방해하는 장벽의 

제거를 요구한다. 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란 무역과 관련된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세계 시장

에서의 민족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존재하던 것들이다. 특히 비관세 장벽에는 쿼터제, 보조

금, 자국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환경, 소비자 건강, 노동권, 안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기준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역적 시장은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은 우선 이러한 장

벽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부분별 협력 협정’을 맺는

다. 그런데 우선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재화에 초점을 맞추고 때때로 서비스와 자본에 초점

을 맞춘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은 대개 배제된다. ‘관세동맹’은 역외공동관세에 더하여 회원

국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이외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공동시장은 자유무역의 

가장 포괄적 형태로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에까지 자유화를 허용하고자 

한다(Duina, 200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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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통합이 우선인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또는 공동시장, 공동체 

또는 정치적 연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협정)는 일종의 느슨한 경제통합이지만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진다. 자유무

역협정은 회원국간의 재화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어떤 통

합에 대한 야심이 없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없으며, 인접회원국에 

대한 멤버십을 제한하지 않는다. EFTA와 NAFTA와 같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자유무역지대

가 있었다하더라도 최근에는 APEC, TPP와 같은 지리학적 연속성이 없는 자유무역지대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26).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는 가벼운 제도화 수준에 있으며 엄밀

한 의미의 법적 지위를 가지 제도보다는 기술적 기구들이 협정의 작동을 관리한다. 예를 들

면 무역위원회나 NAFTA의 사무국이나 실무그룹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NAFTA에서 보듯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시스템 또는 분쟁해결은 실질적으로는 국내 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주권의 양도를 요구한다. 원론적으로 

협정상의 유연성과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국가들은 이러

한 종류의 ‘통합’ 모델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있다(Closa&Casini, 2016:141-147). Balasa(1961)

는 이를 경제통합의 가장 첫 단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유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

지대만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여타 지역통합의 유형들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러나 NAFTA의 예에서 보듯이 1990년대 신지역주의하에서의 자유무역지대는 단순한 자

유무역협정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성립한 NAFTA는 ASEAN이나 

MERCOSUR처럼 표면상의 지역적 제도를 가지고 완벽히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여타 지역

(경제)통합과 달리 ‘통합적’ 성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타 지역통합의 통합력을 상회

한다. NAFAT는 규칙에 기반한 보다 엄격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NAFAT

는 새로운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주의 그 자체이다. 두 개의 선진국

과 하나의 보다 가난한 남반구 국가로 구성된 NAFTA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형으로서 

남-북 지역협력의 전형적 사례(Graubart, 2008)이라고도 할 수 있다. 

NAFTA는 탈냉전 이후 미국이 설정한 세계화 프로젝트의 지역적 시범사례라고 할 수 있

다. 다자적 협상틀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얽힌 WTO체제는 무역분쟁해결의제에 효율적이지

만 규칙 제정의 입법과정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다. 1999년 시애틀 WTO회의의 파행

이후 미국은 2002년 무역법제정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 확대 전략을 펴고 있다. 즉 세계 

26) 물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지리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무역협정들도 지역을 형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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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경쟁적 자유화’ 전략, 그리고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을 경쟁적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NAFTA는 그 전범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 속에 많은 신흥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을 이미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자

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일종의 ‘경쟁적 지역주의’가 출

현하고 있다(박상현, 2014). 그리고 NAFTA에서 보듯이 미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단

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투자, 서비스, 지적 재산권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노동

과 환경과 같은 비시장적 요소를 규칙의 틀내로 포괄하려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기준

을 만들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이 각국의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다양한 부작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원론적으

로 양자적 자유무역협정이 사회적 기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무

역협정이 WTO나 다자적 무역협정의 일부가 아니므로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기준과 통합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ILO 기준에 대한 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파

나마,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자

유무역협정과 노동 또는 환경과의 연계는 ‘사회적 가치’ 또는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규칙의 ‘계약적 절차’에 보다 방점이 있다. Sinclair와 Traynor(2004)에 따르면 미국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일종의 법적 선례들을 축적하고 있다. 미국과의 양자적 자유무

역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 새로운 다자주의적 협상에서는 유사 조항이나 의무를 반대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또는 양자에서 보다 우위에 선 국가)은 다자협정이 줄 수 

없는 유연성, 통제, 규제 방향을 획득할 수 있다. 

NAFTA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는 전형적 사례라면 EU와 MERCOSUR는 공동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인상적인 시도였다(Duina, 2006:16-24).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은 상이한 목

표를 가지는데 경험적으로 관세동맹을 추구하면서 공동시장 창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동맹은 WTO의 요구와 충돌하는 역외관세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와 달리 공동시장은 무엇보다 상품과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순환을 의미한

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는 노동의 자유순환을 수행함에 있어 주저한다. 

MERCOSUR는 1991년 아순시옹 조약에서 공동시장의 형성이라는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을 

제시하고 1995년 우로프레토 의정서에서 제도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EU와 같은 재화, 서비

스, 자본,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형성하려는 MERCOSUR는 여기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차원이 추가되고 있으며 아순시옹 조약 서문에서 성장이 환경파괴나 사

회적 균열을 댓가로 얻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딘 일정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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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는 2012년에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수행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공동시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노동의 이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자유로

운 이동은 국가로 하여금 일정정도의 책무와 주권의 제한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가들이 받

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Duina, 2016:16-24;Closa&Casini, 2016:147-148). 

공동시장은 자유무역지대와 구분되는 특징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은 지역공공재의 창출이

다. 이것은 지역시장의 창출과 관련이 있으며 교통의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MERCOSUR는 이러한 측면보다는 최약소국가인 파라과이에 대한 지역적 재원의 분배에 보

다 초점을 맞춘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남아메리카국가연합(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과 연계된 남아메리카지역인프라구상(Initiative for the Integration of the 

Regional Infrastructure of South America, IIRSA)이 여타 지역을 압도한다. 공동시장은 원

론적으로 자유무역지대와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데 이는 항상 영토적 연계성에 기반하고 있

다. 그리고 일단 협정이 맺어지면 원경으로부터 멀어진 자유무역지대와 달리 공동시장은 정

부간주의에 주로 기반하며 정상회담기제를 통상 가진다. 그리고 이로부터 취약한 의회와 법

정이 파생된다. MERCOSUR라는 현실의 공동시장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MERCOSUR의 지역적 법의 취약성은 지역적 법이 국내로 이전됨에 있어 파생적 규범들이 

국내에 도입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MERCOSUR 또한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하여 지역시장을 형성하고 하나의 발전단위로서 

기능하고자 하지만 여타 지역통합과 달리 회원국의 비대칭성에 따라 그 흥망성쇠가 쉽게 

좌우된다. 또한 MERCOSUR는 단순한 경제통합으로서의 공동시장 뿐 아니라 범라틴주의라

는 전통, NAFTA에 대한 대항의식,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외교적 관계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다(Closa&Casini, 2016:148-149).  

ASEAN의 경우 NAFTA 또는 MERCOSUR와 달리 1960년대 일종의 정치적 목적으로 형성

된 지역통합기구에서 발전한 사례이다. 그러나 ASEAN 또한 탈냉전 이후 인도차이나의 구

공산국가들이 가입하면서 확대되며 현재의 모습을 이루었으며 특히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면서 신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한 본격적인 지역협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후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포함한 아세안공동체로의 진화를 목표로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정치

적 공동체로 진화하고자 한다. 

하나의 기구를 ‘공동체’로 칭하는 것은 무역을 넘어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무와 정치적 결

사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공동체라는 개념에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 이와 연계된 정체

성 그리고 권리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개념이 확고한 책무성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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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러한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공동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ASEAN이 2015년 ‘공동체를 목표로 했을 때, 이는 

안데스국가공동체(Community of Adean Nations)가 추구하는 동질성보다는 약한 것이다. 

한편 공동시장과 공동체의 구분선은 다양한 지역경제통합들이 명칭과는 달리 동시에 서로

간의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사례이다. 공동시장과 공동체 모두 회원자격에 대한 지리적인 

요구, 대통령제정부간주의에 대한 제도적 강조, 의사결정에 대한 만장일치제 등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지역공공재의 제공영역내에 자신을 위치짓고 그 성격을 일종의 ‘클럽’으

로 명시한다. 공동체는 그들이 내세운 목표와 성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정책 및 경제효과를 가진 정책(예를 들어 지역인프라 구상)을 경제적 목적을 포함한 목

표로 확장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부간 정책을 초월하는 공동 정책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하며 이러한 특성은 제도적 틀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 수행과 강화를 요구하게 된

다. 명칭만으로 볼 때 공동체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서아프리

카국가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등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다(Closa&Casini, 2016:150). 그러나 현재 경제적·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ASEAN공동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ASEAN공동체는 일종의 ‘선언’이다. 

ASEAN공동체의 선언적 성격은 브렉시트 사태를 겪고 있는 EU와 대비한다면 보다 분명

해보인다. EU는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 공동체를 거쳐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에 이르기

까지 일종의 지역연합이 유사국가를 형성한 정치적 공동체의 유일한 사례이다. EU는 그 목

표와 이를 수행할 수단에 이르기까지 공고한 제도화를 이루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이사

회, 인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 위원회 등 제도적 조직을 분명

히 갖추고 있다(Closa&Casini, 2016:151-15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보았듯이 유럽을 하나로 묶는 ‘유럽적 기획’은 그 향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

에서 해체과정의 문턱을 넘고 있다(박상현, 2017)고 평가된다. 이러한 EU와 달리 제도적 구

속력과 초민족적 상위기구가 형식적일 뿐인 ASEAN이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할지는 여전

히 미지수이다. 

경제통합의 관점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통합은 다양할 뿐 아니

라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 지역경제통합들은 ‘발전’에 대한 태도, 역내 개발격차에 대

한 해결방식, 사회적 의제의 구성과 이를 해소하는 방식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NAFTA는 일종의 규칙기반적 지역통

합을 이루면서 개발격차와 발전의 문제를 ‘자유무역’내에서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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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의 담지자는 개인노동자가 되며 이와 관련한 이민의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국경장벽’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MERCOSUR는 범라틴주의라는 강한 지역적 전통 하에서 대통령제

를 중심으로 한 정부간제도에 입각하기에 많은 제도적 표상과 달리 실질적인 지역적 제도

의 정착은 부실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좌파인민주의 정권의 등장 속에서 노동과 이민에 

대한 사회적 권리 등이 보다 지역통합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은  

아세안 방식이라는 비공식적 형태의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을 유지하는 동시에, 

강한 발전주의 전통하에서 개발격차의 해소가 여타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는 강력한 사회적 

의제가 된다. 

2.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차원

오늘날 민족적 또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의 출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난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집합적 문제의 급속한 출현을 다루는 방법, 특히 범위나 잠재성에 있어서 

글로벌한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해답일 

수 있으며, 이는 ‘지구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협정’을 지칭한다(Thakur and Van Langenhove 

2006:22). 글로벌거버넌스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국가들, 시장, 시민, 그리고 정부간, 비정부

간 기구들간의 과정과 절차의 복합적인 제도로 특징지워진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

템내에서 집합적 이해가 정교화되고,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지고, 차이가 중재된다(Thakur 

and Van Langenhove 2006). 글로벌거버넌스의 필요성은 오늘날 세계에서 분명하다. 그리

고 언뜻 보기에 놀랍게도 산재한 세계적 문제와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응답을 주

는 글로벌한 제도는 UN뿐이다. 그러나 그 실현가능성을 차치하고 중앙화된 세계 정부라는 

아이디어는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Thakur&Van Langenhove(2006)가 강조했듯이, 글로벌거버넌스의 목적은 

‘세계정부의 창출이 아니라, (정부 및 정부간 기구의) 추가적인 협의와 의사결정 층’이다. 글

로벌거버넌스의 조직 원리는 다자주의이며, UN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자주의적 체계의 허

브를 나타낸다. 세계는 인권, 지속적 빈곤, 이민 그리고 여타 사회적 문제와 같은 비인권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글로벌거버넌스는 상이한 의미

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카멜레온’같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목적은 

국가 주권을 침식함없이 세계의 경제적 활동을 관리하고, 국제금융안정성을 유지하고, 글로

벌 문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책을 증진하는 것이다. 글로벌 안보거버넌스는 민족국가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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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중하면서 전지구적 갈등과 폭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Thakur and Van Langenhove 

2006). 같은 식으로 글로벌 사회적 거버넌스는 주권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보호, 교육, 보

건과 같은 전세계 인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정부간 협력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

는 것이다.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주권을 넘어서는 기능을 행사하고자 하는 글로벌거버

넌스 속에서 세계는 ‘글로벌 재분배에 대한 글로벌 사회정책의 정교화, 글로벌 사회규제, 글

로벌 사회권리를 향해 비틀거리는 중’이다(Deacon 2007). 원론적으로 볼 때 글로벌 재분배

는 세금과 소득의 이전, 지역 펀드, ODA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글로벌 사회 규제는 1998

년 ILO에 의해 진전된 중심부 노동표준과 UN 협약을 포괄하며 이의 준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 권리는 시민권부여 관한 것인데, 이는 아동권리장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UN 국제협약을 말한다(Deacon 2007, 2008).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세계적 수준에서의 초민족적 기구들의 형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리하여 실제로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실질적 양상인 지역경제통합의 토대위에서 글로

벌거버넌스를 옹호하는 것이다(Deacon 2007, Yeates 2005, 2008, Yeates and Deacon 

2006, Deacon et al.2007). 지역적 수준은 정책 수행과 정교화에 관련된 거버넌스의 수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수준은 단순히 글로벌거버넌스의 위계적 할당으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 지역경제통합의 지역화 과정은 글로벌한 차원의 특수한 사회적 차원을 또한 동시에 

형성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의 위계적 질서에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UN의 사회적 기구, 

지역개발은행, UN 지역적 경제·사회 위원회가 이러한 지역의 사회적 차원을 관리할 수 있

는지 불투명한 가운데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거

버넌스 영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을 하나의 지역적 발전 과정의 잔여적 범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 발전 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적극적 범주로 볼 것인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적 차원은 하나의 잔여적 범주 또는 해결

되어야 할 문제적 요소에 머물고 있다. 

세계화의 지역적 양상으로서의 지역경제통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투자-무역-

상품 교환의 자유화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지역적 수준의 자본의 세계화(단순한 

투자 이동의 자유이든 혹은 생산요소의 제활용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 진출이든 자

본투자이든)와 역내 경제성장(산업적 능력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공간의 개발)을 위한 통

합의 조건들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물리적 연계성의 확보를 통한 지리적 통합 또는 지역공

간의 구성, 경제적·정치적 정책의 통합, 지역연합체로서의 역내 회원국의 제도적 통합, 그

리고 인적요소의 통합(자유로운 이주와 동등한 권리부여를 통한 인적 교류의 확대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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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정체성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등이 요구된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출현하는 지역적 시장은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 특히 생산요소들의 

통합과 자유화의 흐름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요소 중에는 시장에서의 거래로 환원

될 수 없는 비시장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첫째 특수상품으로서의 노동력 즉 인민(인구, 사

람), 둘째, 공공재로서의 환경, 셋째 지역통합의 물리적·가시적 영역으로서의 접경지대를 

둘러싼 노동-환경의 교류와 협력 또는 양자간의 결합으로서의 접경의 문제 즉 국경간의 물

리적 통합과 인적교류. 이러한 시장거래로 환원될 수 없는 요소들이 경제적 규칙으로 환원

활 수 없는 사회적 차원을 형성한다.  

세계위원회의 ‘공정한 세계화: 모두를 위한 기회의 창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통합이 

사회적 차원을 ‘강한’ 의미에서, 사회적 의제로 가질 때 세계화의 보다 평등한 형태를 형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역통합의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① 사회·보건·노동 규제 ② 사회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역적 기제 ③ 사회 정책 영역에서의 협조를 위한 지역

적 차원의 포럼 ④ 사회정책의 관점에서의 국경간 투자 ⑤ 사회적 재분배 프레임 ⑥ 경제 

및 발전 정책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공조 ⑦ 역량 구축과 혁신을 위한 지역적 구상 ⑧ 사회

적 이슈와 관련된 지역간 협정과 협의(WCSDG, 2004:71). 이를 위해 지역적인 사회적 대화 

창구의 형성, 노동표준에 대한 공통의 프레임, 사회적 노동시장 정책의 조화, FDI 정책에 

있어서의 조화, 노동이주, 이와 관련된 기술 승인 등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리고 보건, 유틸리티 규제, 거주공간의 문제, 재난방지와 관리, 갈등 방지, 인권 또한  지역

적인 사회적 정책의 잠재 영역이 된다(Deacon et. al, 2007). 이러한 지역적 사회정책은 기

본적으로 시장의 힘과 ‘바닥으로의 경쟁’으로부터 비시장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개별경제통합은 이러한 영역 모두를 진지하게 진척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적극적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여전히 의문으

로 남아 있다(ILO, 2008:2).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사회적 기제들은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주로 사회·경제적 문제와 노동과 관련된 이슈가 주대상이 된다. 환경의 문제는 공통의 관

심사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보호보다는 발전 대상으로서의 물리적 환경으로 취급되는 경향

이 강하다. 지역별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대표하는 상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 2-4>와 같다(EU, SADC, SARRC는 참고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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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권리/

헌장

재분배 기제/

기금

기술적 협력/

역량강화

노동‧사회 서비스 

표준 및 규제

NAFTA × × △ ○

ASEAN ○ × ○ ×

MERCOSUR ○ ○ ○ ○

EU ○ ○ ○ ○

SADC ○ × ○ ○

SAARC × ○ ○ ○

<표 2-3> 지역기구별 사회적 차원 비교(출처 Deacon et. al, 2007:15 재구성)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역적 통치성의 확보를 위해 세계위원회의 보고서는 민주적 책무성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 무역자유화와 노동권 연계, 발전친화적인 투자 원칙의 형성, 이민을 위

한 보다 적절한 규제틀의 마련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보고서

는 시민사회조직의 급속한 증대를 배경으로 이들 조직의 역할에 기대하는 동시에 노동자, 

고용자 대표 등을 포함 3자 기구의 형성을 민주적 책무성을 담당하는 주요한 지역적 제도

로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조 운동의 쇠퇴와 더불어 이러한 3자 기구는 지역통합

의 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WCSDG, 2004:73, 125). 물론 MERCOSUR에서는 

노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998년 사회-노동 선언 이후 삼자기구인 MERCOSUR 사회-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12명의 정부, 노동, 기업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회원국 정

부는 매년 노동법의 변화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언은 이민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한 

핵심 노동권을 포괄한다. 이러한 기구는 시민사회행위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일종의 자문기구로 효과적인 노동권 체제로 진화할지는 미지수이다(da Motta Veiga& 

Lengyel, 2003; Polanski, 2004).

발전친화적인 투자 원칙의 형성과 무역자유화와 노동권 연계의 문제는 실제로 지역적 차

원의 사회적 규제 즉 ‘바닥을 향한 경주’ 속에서의 노동 기준과 보건의 문제, 더 넓게는 민

영화된 사회적 서비스 및 유틸리티에 대한 규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차원의 핵심적 문제들이다. 또한 지역적 차원의 사회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27). 

세계화라는 글로벌 경쟁에 대한 개방은 사회적 보장시스템의 침식, 노조 및 노동기준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동학대, ILO의 노동기준 위반으로 나타난다

(Granger and Siroën, 2006).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규제와 구속력이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27) 지역적 차원의 사회권은 그 실현가능성을 떠나 개별정부가 실패하는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

다 상위의 기관으로 상정된 지역적 제도에 호소하는 방식이기에 일종의 주권의 제약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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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노동운동과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WTO에서의 노동

기준을 수립하려는 다자적 접근은 1996년 싱가포르 장관급 회담에서 무산되었으며 2001년 

도하선에서 유사한 정치적 합의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실패는 개발도상국, 업계, 경제학자들

로부터 나왔는데 이들은 저임금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잃을까 두려워했다(Dasgupta, 

2000). 무역-노동연계의 비관세 장벽의 유무와 관련없이 노동기준의 향상은 노동·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NAFTA에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정치화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지역주의에 참여한 개발도상국들은 미

국의 ‘경쟁적 자유화’ 정책하에서 다자적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동기준을 받아들임

과 동시에 투자원칙, 지적재산권 등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된 조항들도 동시에 받아들였

다.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투자 즉 회사의 소유권의 점진적 개방은 다국적 

기업의 고용, 글로벌 생산연쇄의 통합과 이전 등과 관련되어 지위를 위협한다. 또한 투자 

협정의 많은 요소들은 투자 유치국가의 국내정책의 자율성,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단순한 다국적 기업의 이해가 아닌 투자유치국가의 성장을 위한 투자 즉 지역적 제

도내에서 지역적 성장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지역적 제도의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행위와 투자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소는 지역경제통합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규

칙에 기반한 NAFTA는 노동·환경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와 동일하게 투자자의 자유를 보

호한다. 그러나 동일한 규칙 위에 올려진 듯 하지만 노동·환경 시민사회조직과 투자자는 

구조적으로 비대칭적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개발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의 문제는 글로벌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지

역적 수준의 사회적 차원의 강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다. 이민은 국경

의 문제와 연계되며, 불법이민, 인신매매, 밀수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면서 유입국과 

송출국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의 발생은 회원국의 내부적 탈

구와도 깊이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이민자들의 권리의 문제를 제시한다(GCIM, 2005:18). 

또한 이민의 문제는 대다수의 이민이 건설노동자, 국내노동자, 농업노동자 등의 비숙련노동

자의 흐름이라고 할 때 숙련노동의 유입에 대한 체계적 인정과 개별회원국내의 인적자본의 

향상 문제를 제기한다(ILO, 2008:6-9). 그리고 이는 지역협력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 수준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지역경제통합은 효율적 장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이민의 유입국이나 송출국 모두에게 있어서 선순환적 이민의 순환, 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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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구학적 비대칭의 효율적 균등화, 송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두뇌 유출’이 아닌 ‘두

뇌 순환’ 이러한 것이 지역적 제도의 형성을 통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차원은 결국 민족국가내의 사회적 차원이 노동력과 관련된 인구의 

사회적 보호와 권리라고 할 때, 지역적 차원에서는 노동력의 이동과 보호, 인구의 사회적 

권리 및 보건에 대한 요구,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인권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노동

과 달리 생태적 위기와 결부된 환경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세계-지역

적 발전과 국내-지방적 발전과 연계되어 제기된다. 환경에 대한 지역적 협력은 아세안연문

협약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환경문제가 주요 대상이 된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와 달리 물리적 연계 혹은 환경문제의 제거 이외에 지역경제통합내에서 공공

재로서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적 협력의 사례는 많지 않다. 

실질적인 작동가능성을 차치한다면 지역의 사회적 차원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회적 의제

들은 광의의 지역개발협력의 주요한 대상이 되며, 이를 수행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3. 지역경제통합의 제도적 요소와 지역적 행위자들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제도의 구조와 형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회원국과 구분되는 초민족적 기구의 형성과 정부간 협약으로서의 지역기구

가 있을 수 있다(Schneider, 2017). 이는 달리 말해 지역통합기구의 의사결정이 어디에 있

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두 근본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공식

적 지역주의는 국가 행위자의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제도화 과정이다. 정치·사회·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다양한 비공식적 지역화는 공식적 지역주의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지만 

국가행위자의 협정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지

역경제통합에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기능을 갖춘 제도들을 형식적·실질적으로 형성한다. 

지역기구의 형성에 있어 시민사회, 기타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참여의 부재가 지적

되고 있으나 국가의 의한 공식적 제도화와 기제가 실질적인 지역적 차원의 ‘책무성’을 보장

할 수 있음 또한 사실이다. 지역(경제)통합의 기구들은 민족적 통치와 유사한 사법, 행정, 

의회 기능을 지닌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결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과 조직은 정부간주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별회원국의 행정부서의 권한이 지역통합의 

제도적 설계와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Closa&Casin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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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민족 지역 세계

기능

경제적 안정성 중앙은행 지역개발은행
IMF/세계은행/

WTO

재원마련 조세
역·내외 펀딩/관세 및 

개별 정부로부터 조달

UN 요청, 글로벌펀드,

양자 및 다자 ODA

재분배
재정이전

지역펀드

지역별 공동기금, 발전을 

통한 경제효과

사회적 규제 법령 협정 또는 지역기구법령
ILO 등 국제기구의 규제 

등 

사회권 
법적 보상/소비자 헌장

노사정협약

협정 또는 지역기구 

법령

UN의 인권 헌장 등의 

선언적 성격 

<표 2-4> 수준별 통치 기능과 담당 제도 

공식적 제도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지역의 주요 기능과 담당제도를 이론적으로 도식화해보

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기능 분배는 실질적으로는 사회-민족-국가의 기능들을 개별지역에 확대해놓은 것

이다.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된 경제적 기능들은 수준별로 잘 분배되어 있는 것과 달리 다른 

모든 기능들은 실제로는 지역통합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협정과 협상, 기구의 결성 등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지역개발은행 또한 민족적 은행과 같은 정

책 결정권이나 세계적 수준에서의 IMF, WTO, 세계은행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다. 지역개발은행은 지역개발협력의 재원의 제공자로서 다양한 개발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지역경제통합을 포함한 지역기구,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제도적 설계를 통합기구의 목적과 

제도적 구조, 정체성, 회원자격부여의 형태, 의사결정의 형태, 분쟁해결절차 및 사법적 통제, 

지역적 입법, 파생적 규범 그리고 국내적 입법과의 관계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민족적 설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회(입법), 

의사결정구조(행정), 분쟁해결절차 및 지역적 규범(사법)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형태의 특징

과 그 과정에서의 지역적 행위자들의 유형에 대한 간략한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1) 지역 의회 

ILO가 내놓은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보고서인 “공정한 세계화:모두를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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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에서 세계 위원회는 지역통합의 다양한 사회적 차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참여와 

민주적 책무성에 기초한 지역거버넌스의 강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차원으

로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역적 수준의 의회를 강조한다(WCSDG, 

2004:71-73). 그러나 대다수 지역적 의회는 권한의 위임과 효율성의 논리보다는 지역통합기

구의 정당화의 상징일 뿐 의회적 기능은 거의 없다. 지역적 의회는 개별 회원국의 국회보다 

권한이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입법권이나 예산권, 고위 관리에 대한 승인권 등 입법기구로서

의 기능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지대)들은 의회적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낮은 제도화 수

준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 지역(경제)통합에서는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MERCOSUR에서는 일

종의 민족적 의회의 연합(Joint Paliamentary Commission, Comisión Parlamentaria 

Conjunta)의 형태를 띄고 있다. 

지역의회의 형성 동기는 통합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과 통합기구내에

서의 기능과 역할 때문이다. ‘의회’는 민주적 표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다수 의회가 민족적 

의회에서 선출 또는 정부의 임명, 때로는 직접적 선출을 통해 대다수 기구에서 구성된다. 

MERCOSUR의 경우 국회가 임명하는 이행적 단계를 거쳐 시민들이 선출하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지만 현재 파라과이만이 이 조항을 이행하였고 아르헨티나는 2015년에 첫 선거를 

거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회원국간의 의석수는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는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 자체가 의회 제안에 기초하

고 있는데 각 회원국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결정된 각종 파생 규범은 다시 개별 회원국 의회에서 채

택되어야 하는데, 지역적 의회가 각국 국회로부터 온 대표를 통해 구성될 때 이 과정이 보

다 수월해진다. 즉 지역적 입법의 국내적 전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적 의회가 

존재한다. 한편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측면이 대다수 지역의회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적

인데, 예를 들어 MERCOSUR의회는 각 회원국의 민주적 체재를 보증하는 임무를 맡고 있따. 

또한 회원국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아세안에서는 2004년 아세안의회의 미얀마 

지부가 출범하였는데 이는 미얀마의 군사정부 변화와 민주적 개혁을 위한 조치였다

(Closa&Casini, 2016:96-115). 

그러나 지역적 의회는 대체로 취약한 제도이다. 대다수 지역기구에서 의회는 무시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대통령제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역경제통합 자체가 행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적 의회의 취약성은 개발도상국에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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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결과정에서 발견되는 개발도상국 국회의 체계적 취약함의 표지이기도 하다

(Kingah&Cofelice, 2012). 

2) 정부간주의와 의사결정  

통상 정상회담, (장관)위원회, 사무국, 사법적 기구, 초국가적 의회 등으로 지역기구가 구

성되지만 의회의 취약함에서 보았듯이 지역통합기구들은 기본적으로는 회원국의 정부 즉 행

정부간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지역통합기구의 성립부터 본다면 모든 지역통합기구는 모두 

정부간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립 이후에도 대다수 지역(경제)통합은 기본적으로 

정부간 주의에 기초한다. 이는 통합 구상과 관련한 대부분의 결정은 민족적 행정부가 한다

는 것이고 초민족적 기구는 권한이 없음을 말한다. 또한 지역통합을 정초하는 근본적 협정

과 기구 자체를 정상회담이 창출한다. 대부분의 정부간주의에 입각한 지역통합기구들은 자

국내 입법부의 위임을 받아 지역통합구상을 실현해 나가며 대체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만

장일치제를 따른다(Closa&Casini, 2016:76-79).

그런 측면에서 지역통합기구들은 최고 집행기구로서 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있다. 

MERCOSUR는 이러한 기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예를 들어 ASEAN등은 정치적 방향설정과 사무총장의 임명권 등 통상적 권한과 2차 기

관의 수립과 같은 지역기구의 구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지역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기구이며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Malamud(2005)에 따르면 

MERCOSUR의 제도적 진전과 성취의 많은 부분은 태통령들간의 직접적 담판에 의존하고 있

다. 정부간주의는 일종의 대통령간주의 대통령외교이자 정상지역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

(Closa&Casini, 2016:80-85; Malamud, 2003;2005; Söderbaum&Sbragia, 2010).  

이러한 대통령(또는 내각 수반)을 정점으로 한 정부간주의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우선 집합적인 기구의 효율성은 지역통합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그들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개별 회원국내에서는 지역통합의 비준 등과 관련해 강

한 강한 권한을 가진 의회 기구는 지역통합의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이를 지역통합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통령들간의 효율적 

의사결정도 개별회원국의 의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역통합의 의제들

을 민족적 수준으로 이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정치적 의제들은 정상회담에서 나오지만 실

제로 대부분 실행은 장관급 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위

원회는 정상회담의 일정을 지시하거나 지역적 의제를 위해 정상회담을 소집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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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위원회는 개별행정부의 정상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구실을 한다. 이외에 지역통합기

구에는 기술적 집행단위로서 사무국이 존재하지만 의사결정권한은 거의 없다(Closa&Casini, 

2016:86-90). 

지역통합기구에서 의사결정의 방식은 만장일치와 합의가 가장 일반적이다. 만장일치는 개

별국가가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하는 반면, 의사결정의 모든 결과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다수결의 경우 소수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지역기구에 대

한 헌신도가 떨어진다.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소수파들을 방지하며 지역강국의 권한을 제

한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소수자를 방지하는 방식은 합의와 만장일치의 방식이다. 그

러나 효율적 측면에서는 단점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Behr&Jokela, 2011). 

3) 분쟁해결기제와 사법적 기구 

지역경제통합에서 회원국의 지역통합에 대한 신뢰성과 책무성은 분쟁해결기제와 사법적 

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회원국 규제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유치와 초국적 기업의 

진출을 전제로 한 지역경제통합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 개인 등이 모두 이러한 분쟁해

결기제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들은 지역협력에 있어 자신들

의 주권의 제한을 받아들이게 된다(Behr&Jokela, 2011). 따라서 분쟁해결기제와 사법적 권

한이 있는 지역기구의 수립은 지역통합기구가 단순한 회원국의 집합이 아닌 지역적 단위의 

통치기구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경제통합은 개별회원국의 주

권을 제한하는 초민족적 제도로서의 사법기구는 제도적 기제로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

한 분쟁해결기제는 순전히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협상에 대한 대안적 기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MERCOSUR의 올리보스의정서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가들 사이의 협상에 우

선권을 주고, 논쟁적인 것은 WTO나 여타 특혜적 무역협정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Closa&Casini, 2016:92-94; Alter, 2012). 

제도로서의 법원의 존재유무를 제외한다면 NAFTA의 경우 분쟁해결절차가 엄밀하게 규정

되어 있으며 해당 분쟁해결절차에는 정부행위자로부터 시민단체, 노조, 개인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절차를 활요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속협정으로 규정된 노동, 환경 등 사회적 의제

와 관련된 영역 등이 포괄된다.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NAFTA는 특히 투자협정이라는 측

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에 대해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강한 이행의무를 포함하고 있다(Baert, et al., 2008). Petersen(2005)에 따르면 1990

년대 이후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를 국제법하의 법인으로 다루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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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 협상으로 투자관련 분쟁이 해소되는 WTO의 관행과 달리 투자협정하에서는 투자자들

은 이를 역외의 기관으로 가져가게 되고 분쟁해결절차는 민족적 법정을 벗어난다. 그리고 

대다수 투자협정에서는 1차적으로 분쟁해소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UN국제무역법위원회, 스톡홀름상업중재기구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로 가져가게 되는데,  

ICSID에서 분쟁해결절차는 공포되지 않기에 모니터링 어렵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시민사회

로부터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적 수준의 분쟁해소기제 또한 

투명성 제고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모호한 협정과 불투명하고 탈중심화된 분쟁해결기제가 갈등의 소지가 되

며, 또한 투자협정이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한 조세부과 및 공공정책의 제한성을 야기하

기 때문에 분쟁해결절차 뿐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교정을 위한 지역적 장치가 요구된다

(Petersen, 2005). 

4) 2차 규범의 민족적 질서내로의 제도화  

조약에 기반한 지역통합기구들은 조약 자체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만들거나, 조약의 내용

을 진작시키기 위한 2차적 입법을 위한 개별기구들을 형성할 수 있다(Parisi&Klick, 2003). 

지역통합기구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책문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분명히 할 수 있

지만 지역통합기구 자체가 엄격해지고, 회원국에 대한 주권제한성이 커지기 때문에 2차적 

규범을 설정하는 특수기구들이 다양한 규범들을 생산한다. 결의안, 규제, 결정, 명령, 의견, 

지침, 권고, 합의 등 국제법상으로 엄밀히 규정하기 힘든 2차 규범이 만들이지게 된다. 국

가들은 이러한 2차적 규범을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Klabbers, 2009:178).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2차적 규범이 명백하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역통합기구

의 기능적 목적과 2차 규범의 구속적 성격의 명시적 인정에 대한 부재 사이에 상관관계가 

많으며 ASEAN에서 2차적 규범의 구속력은 높지 않다. 

부차적 규범의 구속력에는 지역통합기구의 사법적 해석이 큰 역할을 한다. MERCOSUR의 

상설수정협정은 2008년 “MERCOSUR 법은 국내법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종류로, 회원국들

이 아순시옹 및 오우로프레트, 올리보스 의정서 그리고 여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국가들은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Closa&Casini, 2016:133에서 재인용). 결국 이러한 

2차 규범들의 구속력은 해당 규범이 개별 회원국의 입법 질서내에 반영될 수 있는가 또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실 지역법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서 영향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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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부과되기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입법절차를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MERCOSUR

는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우로프레토 의정서는 지역적 규범이 모든 회원국에서 민족적 

입법내에 승인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지역적 규범이 만

장일치 또는 합의를 통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장벽이 있음을 의미한다. 파생적

으로 생겨난 지역적 규범을 수용하기를 원치 않는 국가가 실제로 지역적 차원에서 2차적 

규범이 언제 효력이 발생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종의 비토권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게 

된다(Torrent&lavopa, 2010). 이는 NAFTA의 규범들과 대조되는데, NAFTA에서는 국내적으

로 효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기구들보다 해당 규범이 국내적 효과를 가진다. 물론 

이것이 국가간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Closa&Casini, 2016:133-140). 대다수 학자이 2

차적 규범의 직접 적용의 부재, 효율성 결여 등을 지역적 입법의 문제로 지적하는데, 

MERCOSUR의 경우 제도적 설계의 충실성에 비해 규범적 적용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다. Pena&Rozemberg(2005)는 MERCOSUR의 2차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투명

하고 실행력 있는 기구가 없음에 되어 지적한다. 결국 지역기구에서 생산되는 2차 규범들은 

지역적 제도내에서는 합의나 투표로 결정되고, 국내적 질서에서는 국내 기관의 승인을 요구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규범들의 취약성을 역설적으로 반영한다. 국내적으로 강한 비토권

이 있는 이해집단들이 지역적 제도의 규범에 대한 협상력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5) 지역적 제도와 지역행위자들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적 제도들의 형성과정에서 정부행위자들이 다른 지역적 행위자들보

다 우위에 있다. 특히 조약의 수립과 기본적 제도의 설정은 정부행위자들 특히 행정부의 고

위 그룹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정을 맺은 관료들은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상이한 당사자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이한 법적 체계를 만들었다. 어떤 지역

경제통합에서는 관료들은 세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다

른 이들은 보다 최소주의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에 관련된 조직들-이해

집단, 기업들, 행정부-들은 이 통합에 상이하게 대처하였다. 통상 대륙의 성문법(civil law)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표준화하려는 경향(개입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영미식 불문법(common law)의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 지역경제통합과 관련

된 협약에 있어 최소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민족적 법체계와 연속성

을 가진 대상과 내용을 가진 법들을 생산하며, 강자의 이해와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이외 행위자의 발전 또한, 민족적 제도와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다. 동시에 이들은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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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제도 또는 지역적 규범을 반영한다(Duina 29-30). 

한편 <표 2-5>]에서 보았듯이 민족-사회-국가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들

에는 정부행위자들 이외 비정부행위자들이 의견수렴 과정에 포럼, 위원회의 형태로 참여하

지만 형식적이거나, 그 기구의 기능이 장식적일 때가 많다. 재원과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지역개발은행은 지역통합기구 내의 장치라기보다는 외재적 장치인 경우가 많다.  NAFTA의 

경우 북미개발은행이 있지만 이는 국경협력 특히 환경협력에 국한된 대부자의 역할이다. 

ASEAN의 경우 많은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참여하지만 역외의 파트너십

기구이다. 재정통합이나 화폐동맹으로 진화하지 않은 상태, 정책적 동조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족국가의 은행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개발은행들

은 많은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관여한다. 

비정부행위자들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동 문제와 관련한 삼자위원회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MERCOSUR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MERCOSUR의 ‘노동관계, 고

용, 사회적 안전’에 대한 실무그룹의 형성 등은 역내 노조의 항의를 반영한 것이었고, 이러

한 논의가 받아들여져 실무그룹들이 형성되고 포럼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이 경제사회자

문 포럼으로 진화하고 노동, 기업, NGO 들을 위한 삼자기구로 형성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

구들의 결정이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Newell&Tussie, 2006:48;Weeks, 2000). 

또한 MERCOSUR에서는 학자,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엘리트들이 사회적 의제 형

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 형성과 MERCOSUR의 제도적 실천

과는 일정정도 괴리가 있다. 

한편 NAFTA는 노동과 환경과 관련된 부속협정의 규칙들을 따라 분쟁해결기제를 중심으

로 해서 시민단체, 노동단체,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협정의 수립이 후 

NAFTA에서는 정부행위자들은 분쟁해결기제와 관련하여 등장할 뿐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

정의 전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NAFTA 성립과 관련한 미국내 논쟁에서 보듯이 초국적 기

업과 같은 기업 행위자들은 지역경제통합의 보이지 않는 행위자로서 지역경제통합의 기본적 

프레임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저조한 ASEAN은 상위의 정부행위자와 직접적 인민 사이

에서 대학들, 아세안기업가위원회 등이 발전기제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열린 첫 

ASEAN시민사회회의에서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 그리고 여

타 이해집단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아세안 헌장을 보다 정교화하며, 비정부간 연계 센터나 

상설시민사회자문 포럼 등의 기제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ASEAN기구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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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기를 제안하였다(Baer et al.,2008). 그러나 ASEAN은 자

유롭고 비판적인 시민사회 조직이 기본적으로 부재하다(Schmit, 1996; Chavez, 2006).

한편 지역적 제도의 직접적 형성에서 비정부행위자들은 비껴나 있지만 지역적 제도에서 

형성된 사회적 의제가 실현되는 지역개발협력의 장에서는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의 시행과정 

속에 비정부행위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행위자이자 대상으로서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지역적 제도의 형성은 국가를 넘어서는 정치적 통합과 통치성의 형성

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의사결정구조와 분쟁해결기제에서의 개별 회원국에 대한 

주권의 제한성, 기구의 초민족성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는 해당 지역경

제통합의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체를 표현하고 그 권한의 한계를 나타낸다. 분쟁해소 절차는 

역내 각종 (경제적) 분쟁에 대한 제재 혹은 해소 절차에 있어서의 개별 회원국을 넘어서는 

초민족적 수준의 ‘지역적’ 주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EU를 제외한다면 대다수

의 지역경제통합은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절. 사회적 의제와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 

1. 글로벌거버넌스와 지속가능개발의제28)

지역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을 살펴보기 전에 세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의제와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2015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는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인간, 지

구, 번영과 확대된 자유 속에서의 보편적 평화를 위한 본 행동 계획은 기존의 사회개발을 

넘어 포용적 경제개발, 지속가능개발, 평화와 안보 등을 축으로 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제

를 망라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의지를 담고 있다. 결의안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계획

이 실현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이 의미 있게 개선되고, 이 세계 또한 더 나아질 것이다(UN, 

2015a). 

28) 2. 글로벌거버넌스와 지속가능개발의제 부분은 현민(2017b)의 일부를 수정·요약·보완하였음을 밝혀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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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과 세계화이후 보건, 식량, 글로벌 경제 위기, 전세계적 테러 등 전 사회적 영

역에서 등장한 ‘범세계적 문제’로 인해 기존의 지정학적 이해에 기반한 ODA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글로벌한 차원의 공공 정책, 예를 들어 산업화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수렴, 기본적

인 인간 복지, 글로벌 공공재 보존을 위한 해결책 등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요구되었다

(Serivino&Ray, 2009).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의제는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볼 때 세계화 국면은 일종의 체계적 불안정을 노출하는 금융적 

국면이다. ‘돈에 의한 지배’, 혹은 세계체제에 대한 금융적 규정력은 베트남전쟁, 달러에 대

한 금태환 중지 등 미국헤게모니의 균열을 알린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90년대 남미

의 외채 위기 및 워싱턴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 즉 1990년대 이후 명확해졌

다. 1990년대의 미국의 ‘아름다운 시기’(belle epoque) 이후 진행된 ‘노동 이동’의 제한성 속

의 ‘자본 이동성’의 증대 그리고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2008

년 리먼 사태 등의 금융 위기로 상징되는 체제의 불안정성 즉 ‘장기 20세기’의 말기적 현상

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며 좌·우를 불문하고 현재 세계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상상된 지구 

공동체’는 세계적 관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상징되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협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의제’

는 이러한 시도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의제 형성과 주체들간의 

논쟁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동학이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는 지역적 수준의 개발협력프로

그램으로 귀결된다고 할 때 지속가능개발의제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개발협력의제들을 중

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국제개발협력은 2차 세계대전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신생독립국가가 형성되고 미국 헤게모니의 확립되면서 이른바 ‘발전주의’ 시대가 열린다. 특

히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 하에서 ‘저개발국’의 개발(발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관념이 출현했다. 여기서 개발을 이끄는 주체는 세계체제내의 개별 민족국가였다. 또

한 개별 민족국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단 및 재원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등장하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의 마셜플랜에서 보듯이 이러한 

개발원조는 경제적 ‘발전’이외에 정치·외교적 동기와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한국국제

협력단, 2015: 32-33, Rist, 2014; 주동주, 2011: 55-57).  

1960년대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던 시기이며, 이를 반영해서 

1961년 16차 UN총회에서 ‘제1차 UN개발 10년’이 선포된다. 여기서 UN은 개도국의 연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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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률을 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개발 원조를 전개하고 선진국이 GNP 

중 1%를 개도국 원조에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 특히 당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UN무역개발회의가 개최되고 국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불공정 무역’의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논의되기도 했다. 사실상 이 시기에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는 국

제개발협력체제가 대부분 정비되었다(주동주, 2011: 58-60; 한국국제협력단, 2015: 45-51)29). 

그러나 애초의 원대한 포부와는 달리 1960년대는 개도국의 지속된 ‘저발전’과 이를 둘러

싼 논란으로 점철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1969년 피어슨 보고서「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UN의 「틴버겐 보고서(Tinbergen Report)」, ｢제 2차 UN 개발 10년｣등과 같은 새로운 개

발전략이 제시되었다. 특히 196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공 부문의 원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

발원조(ODA) 개념을 채택하고 1970년대 중반까지 GNP의 0.7%를 ODA로 제공하도록 촉구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74년 개도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신국제경제질서가 UN에서 채

택되는 등 제3세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에서의 외채위기는 개발협력을 둘러

싼 지형을 크게 변화시킨다. 외채위기 속에서 ‘최후의 대출처’였던 IMF와 세계은행이 개발도

상국에 대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이 커지게 되었으며 양 기구는 자금을 지원하는  하는 대

신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30)(Strucural Adjustment Program: SAP)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이후 ‘개발의 시대’가 1980년대 결국 ‘북반구’에 의한 ‘남반구’의 구조조정으로 귀결된 것이다

(주동주, 2011: 60-64; 한국국제협력단, 2015: 49-59; Rist, 2014: 140-178; McMichael, 2013: 

205-228). 

그리고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는 ‘개발’ 문제를 둘러싼 문제 설정은 개별 민족국

가가 주도하는 민족적 발전 전략에서 이른바 세계화 프로젝트’로 대체되었다(McMichael, 

2013: 205-317). 이에 따라 개발 의제도 ‘범세계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었다. 채무, 통상, 

HIV/AIDS, 인구, 국제이주, 지구환경, 빈곤 등은 이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

29) 1960년대 설립된 기관으로는 1960년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61년 선진국의 원조 

문제를 논의하던 개발협력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은 OECD의 상설 개발원조 위원

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로 자리잡았고, 그밖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1964년), 유

엔개발계획UNDP(1965년), 아시아개발은행AD(1966년), 유럽공동체EC(1967년)등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주동주, 2011: 59;한국국제협력단, 2015: 49).  

30)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성장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구조조정 정

책을 추진하였다(야나기하라 도우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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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이며 범세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의제 범위의 증대와 아울러 

참여적 개발, 인간개발지수 등 새로운 개념과 방법이 개발 분야에 등장하게 하게 된다. 경

제성장 또는 발전(개발)은  ‘인간개발’이라는 개념 속에 집약되거나 ‘사회개발’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주동주, 2011:64-66;한국국제협력단,2015:  59-65).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의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는 형태로 체계화되었다.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UN이 결의한 

‘밀레니엄 선언’ 이후 MDGs는 경제적 복지와 관련하여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사회개발과 

관련되어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 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등

을 강조하며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총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가 제시되

었다(UN, 2000; UN 2001, http://www.un.org/millenniumgoals).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 구

축이라는 목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일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개발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단일 주체에 의해 진행되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다. 절대빈곤

의 퇴치라는 부문에서 일정한 거두었다는 평가31)를 받은 MDGs는 2015년에 종료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내세운 새로운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년 9월 UN 총회를 통과했다(UN, 2015a).32)  

이상에서 보듯이 2차 세계전쟁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의제는 미국의 세계헤게모니를 배경

으로 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에 조응해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전개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 이는 개발주체와 개발재원의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이전 시기에는  개발주체가 자국의 민족적 발전전략을 구사하는 민

족국가였고 ‘발전’을 위한 주된 개발재원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나 그와 관련된 국채 형태의 대출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전개 

속에서 민족국가의 개발정책 수행능력은 의심을 받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자율성은 크

31) 대표적으로 UN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은 1990년 46.7%에서 

2015년 14%로 감소하였다(UN, 2015b: 14-23).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 또한 본 논문의 

MERCOSUR, ASEAN 등 개발격차 부분에서 보듯이 각 지역별로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다.  

32) Post-2015체제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UN을 중심으로 UN 작업반 등이 신설되어 지속적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3가지 핵심가

치(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와 4대 핵심축(포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 지속가

능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Post-2015 UN 개발의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소개되기도 하였다(한국

국제협력단, 2015: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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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약화되었다. 이미 MDGs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표현되었듯이 개발의 주체는 더 이

상 민족국가가 아니며 SDGs 및 관련 논의에서는 개발주체와 개발재원을 둘러싼 변화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MDGs의 성과 위에 진행되는 SDGs의 17개 과제는 대략 세 가지 즉 1. 기본적 필요와 사

회 진보 2.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구축 3. 글로벌 공공재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는데

(Kharas, 2015), 그 세부 내용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과제를 목적으로 한다33). 기

존의 MDGs가 가난한 수원국가에 대한 부유한 공여국의 원조를 통해 저발전 국가의 성장을 

도모했다면 SDGs는 발전의 문제를 특정 수원국가에 한정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빈곤, 

불평등, 질병 문제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던 의제들을 보완하여 SDGs는 성평등,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농업, 도시, 소비·생산 패턴, 해양, 환경 등의 지속가능

성, 기후변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제도 구축 등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 혹은 인류가 

당면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UN, 2015a).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형태(국가, 준국가, 분쟁지역)들의 초민족적 경향이 더욱더 두드러진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라는 단순한 원조형태의 변화를 넘어 경제성

장 자체보다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환경34)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SDGs가 제기하는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자체는 2000년대에 새롭게 제

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에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지속가

능성이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같은 해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를 통해 당시의 

경제성장 개념으로는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성장)의 한계

로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하에 198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UN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발전과 환경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1987년 출간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었다.35)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브룬트란트(Brundtland)의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인류는 발

33) 세부적 사항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을 참조바람. 

34) 여기서 환경은 단순히 자연적 환경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 패턴 등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 경제적 환경 모두를 포괄한다. 제프리 삭스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 세계가 직면한 하나의 

규범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규범적 측면의 네 가지 목표를 경제적 번영, 사회

적 통합과 화합, 환경이 지속 가능성,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주체들의 좋은 거버넌스 등으로 제시한다

(Sachs, 2015: 26)

35)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1980년 �세계환경보전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자

원 보호�(World Conservation Strategy: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

는 출판물에서 처음 등장하였다(Sachs, 20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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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지속가능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지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한계들을 

함축……”(Rist 2015:181에서 재인용)라고 정의 내렸다. 이 정의에는 후속세대에 대한 ‘세대

간’ 개념이 포함된 것인데 이후 세대간 필요보다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자연의 지속가능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

의 이행 계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상호 의존적이고 보강적인 세 가지 중추적 요소(경제

발전, 사회발전, 자연보호)의 통합”으로 정의되게 된다. 또한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의 최

종 결과물은 포괄적이고 평등한 경제성장 촉진, 불평등 해소, 생활수준 향상, 평등한 사회발

전과 통합 조성,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촉진 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로 언급했고 이를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고 모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Sachs, 2015: 23-29; Rist, 2014: 178-196). 

지구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후 30년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교화된 ‘지속가

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낙관적으로 채색된 ‘성장’에 환경적 ‘제동’을 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영원한 성장’도 가능하다는 의미도 내포한 ‘모

순적’ 어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모순적인 개념은, 세계화라는 특

수한 세계체제적 맥락하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행해야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 의제인 SDGs로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이행수단의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강화“라는 17번의제에서도 보듯이 본 의

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방대한 재원 및 수행 주체의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글

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은 지속적인 쟁점이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쟁점은 새

로운 개발재원의 발굴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민관파트너십을 통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개발의제의 발표 이전에 이의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발표된 아디스아

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 AAAA)는 SDGs 목표 간의 상호 연계성에 주목

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차영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는데 “모두를 위한 사

회적 보호 및 필수적 공공서비스 제공(12항);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을 위한 노력 확대(13

항); 인프라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포럼 설립(14항);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15항); 모두를 위한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촉진(16항); 모두를 위한 우리의 생

태계 보호(17항);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18항)”등이다(박수영·.오수현, 2015:8) 이에서 

보듯이 개발협력의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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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지역경제통합 및 상호연결성의 중요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지역협력 및 지역무역협

정을 강화하는데 전념한다. 우리는 양자 및 지역무역과 투자협정 간의 일관성을 강화할 것

이고, 그것들이 WTO 규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다. 지역통합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정책개

혁을 실행하며, 영세 및 중소기업 등의 회사들로 하여금 지역 및 세계적 가치사슬에 통합되

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무역촉진화조치(Trade 

facilitation measures)가 만들어 내는 기여를 강조한다(87항)”. 라고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

로 지역경제통합을 세계적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거버넌스의 상위

개념들은 개별 지역통합의 여러 사회적 의제로 변형되거나 반영된다. 

2. 지역개발협력의 대상: 비시장적 요소와 개발격차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취약성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들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개발협

력프로그램으로 변형된다. 그리고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노동, 환경이라는 지역통합의 비

시장적 요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의제 또는 사회적 차원의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의 변형은 민족국가와 같은 사회적 차원을 담지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부

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경제통합의 시작에서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사회발전의 

필수적 요소이자 적극적 범주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지역적 성장 또는 발전의 잔여적 범주

로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로 특정한 지역적 구상 하에서 몇몇 정책 영역에 집중

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며 대개는 일종의 ‘문제-해결형’의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모니

터링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게 된다. EU의 통합정책(EU Cohesion 

Policy)와 같이 보다 포괄적 정책 영역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통상은 ‘개발역량’ ‘제도적 역

량’ ‘산업적 역량’, ‘인프라 능력’, ‘인적 능력’, ‘지속가능한 개발 능력’의 구축 등 역량개발에 

포괄되어 이루어진다. 

‘인구’ 즉 글로벌한 자본의 유동성 속에 산포된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지역적 수준에서는 

인적자본의 역량 향상, 이주를 둘러싼 사회권, 시민권 등의 권리에 대한 협력 등 다양한 형

태로 진행된다. 또한 광범위한 사회발적 속의 적극적 범주로 재구성되기 보다는 보건, 양극

화 등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한 문제의 해결과 모니터링으로 이어진다. 물리적 ‘환경’은 실제

로는 지역적 공공재의 공급과 통합과정에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발의 형태를 

띄게 된다. 또한 여러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유역 등에 대한 관리나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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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등이 주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구의 이동과 물리적 환경이 결합되는 지점에 

접경지대의 협력이 존재하게 된다. NAFTA의 경우 이러한 지역개발협력의 대상들은 노동·

환경 부속협정이라는 규칙 속에서 ‘분쟁해결’의 형태로 ‘처리’된다. MERCOSUR는 노동의 문

제의 경우 사회적 권리의 틀내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인

프라개발을 제외하고는 주요한 지역개발협력의 대상으로 등장하지 못한다. ASEAN은 이러한 

비시장적 요소들을 IAI와 성장삼각지대와 같은 포괄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주의

적’ 형태로 해소하고자 한다. 

노동과 환경을 구체적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지역적 차원의 개

발구상하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상들은 1990년대 이후 개방적 지역주의 출현

과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적 개발격차의 차이가 지역경제통합의 효과를 저

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개방경제에서의 역내회원국에 대한 기회의 분배를 인프라연

계성, 능력형성과 같은 지역 공공재의 제공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Rodrik et al., 

2002; Bruszt and McDermott, 2009; Jordana and Levi-Faur, 2005; Estevadeordal et al., 

2004). EU의 경우 지역시장의 범위를 확장하고자하는 욕구와 역내 불균등이 지역통합을 위

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구조기금 또는 통합정책을 통해 저발전된 남부유럽 국가를 

통합하고자 한다(Delors, 1989, Keating 2008). ASEAN에서는 메콩강 하위지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태국 성장 삼각지대, 동아세안성장 지대의 형태라는 물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개

발 이슈를 연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세안의 경제적 통합 및 협력과 

연계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주요한 행위자로서 참가하게 

되는데 아시아개발은행은 상이한 프로그램들의 정책입안자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국가들, 

그리고 비정부행위자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아세안통합구상(IAI)를 출

범시킴으로서 물리적 연계, 인간자원개발, 정보통신, 경제적 통합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조정한다(Dent and Richter, 2011; Bull and Bøås, 2003, Carpenter et al., 

2013). 남아메리카에서는 지역인프라통합구상(IIRSA)을 통해 지역적 차원의 발전주의적 구상

을 전개한다. ASEAN과 남아메리카지역인프라통합구상은 인적 개발보다는 교통 연계, 에너

지 통합, 정보 통신 영역에서의 연계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미주개발은행, 안데스

개발은행 등이 일종의 관리자로 등장한다. 2010년에는 UNASUR 인프라계획위원회(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 COSIPLAN)가 새로운 개발구상의 담지자

로 등장한다(Palestini and Agostinis, 2015).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MERCOSUR의 경우 

발전주의적 기획은 FOCEM이라는 지역적 기금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대표적 지역개발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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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구상 목적 프로젝트 영역 재원규모 
관련 

비시장적 요소 

IIRSA-

COSIPLAN

남아메리카의 지역

적 인프라 구축과 

통합을 위한 프로그

램의 조정

- 교통연계

-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 

관련된 239개의 프로젝트

로 구성 

1688억달러 물리적 환경

IAI

신규가입 아세안 국

가의 경제적 통합과 

개발격차의 해소

인프라 구축/역량개발

통신정보연계/지역경제통합

/관광 과 관련된 24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553억달러

(2002-2008년)

물리적 환경 

과 노동 포괄 

<표 2-5> 지역개발구상의 사례(IIRSA와 IAI)(출처: Börzel&Risse et al., 2016:387 표 수정) 

협력의 

강도
대상/이동성 관리/안보 보호/권리 제도화 사례 

매우 

강함

모든 시민, 노동

시장에의 완전한 

접근, 무제한적 

거주

출입국정책의 조

화, 국경관리협력, 

연락담당자의 교

환, 재입국

이주노동자와 가족

에 대한 UN협약

을 초과하는 협력

초민족적 책무성, 

독립적 모니터링, 

초민족적 사법기관

EU

강함

모든 시민, 노동

시장접근, 제한

적 거주

입구절차와 국경관

리에 대한 통상적 

규범, 기능적 협력

UN협약에 준하는 

협력

국제법에 따른 협

력, 사법적 정치적 

검토 기제

MERC

OSUR

부분적 선택적 노동자, 통상적 입국절차와 노동자를 위한 특 국제법에 준하는 ASEAN

<표 2-6> 지역통합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이동의 정도

인 IAI와 IIRSA 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위에서 보듯이 지역개발구상에는 지역개발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노동·환경에 있어 물리적 

환경의 연계와 통합이 우선시되며 노동과 관련된 영역은 주로 역량구축의 영역으로 환원된

다. 개발협력의 대상으로서의 인구(노동)의 범주는 역량 구축을 제외한다면 권리의 담지자

로서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개별회원국내에서의 노동권 및 사회적 보호도 중요하

지만 지역경제통합의 차원에서는 결국 역내 노동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주의 권리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역내 지역에서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에 다름 아니다. 노동의 이

동과 관련된 협력을 도식화해보면 아래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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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노동시장 

접근, 제한된 거

주

국경관리

정한 사회적 경제

적 권리에 대한 

공통 규범 

책무, 감시체제 또

는 검토 기제 없

음

약함

입국절차필요, 

노동시장접근 없

음 

이민 통제시스템에 

대한 관행적 협력

이민자 보호에 대

한 통상적 협력
연성법적 협력 NAFTA

이러한 노동·환경과 관련한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역내 개발격차를 배경으로 하며 

ASEAN의 아세안통합구상처럼 개발격차 자체가 중요한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다. 지역통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격차를 가진 국가들간의 연합으로 시작되

며, 아세안이나 유럽연합 등에서 보듯이 해당 지역통합의 확대과정에서 신규회원국과 기존 

회원국간에 개발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격차는 역내 노동의 이동 및 역

내 공공재로서의 역내 인프라 개발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개발이란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 도로건설 

및 댐건설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 인식되기도 한다. 1950-7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과 1

인당 국민 소득 등의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1990년대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을 특

징으로 한 사회 및 환경적 차원까지 포함된 개발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지금에는 젠더와 

빈곤, 불평등 문제까지 포괄하는 인간개발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유엔개발계획은 건강·교

육·생활의 질 개선을 포함하는 ‘인간개발’이란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교육·보

건 등 특정한 분야의 개선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능력의 확장’ 또는 인간답게 살

기 위한 포괄적 분야에 대한 접근성 등 최근에는 개발격차에 경제지표 이외에 사회적 지표

를 포괄하고자 한다(손혁상·이진영, 2013, 이요한, 2017). 따라서 개발격차를 협의의 개발

격차와 광의의 개발격차로 형식적으로 구분해볼 수 있지만 지역개발협력의 대상으로서의 개

발격차는 광의의 개발격차를 지칭해야 한다.

협의의 개발격차 광의의 개발격차 

구분 경제(양적 측면) 경제+사회(양적+질적 측면)

분석수준 GDP, 소득격차, 사회간접자본 격차 통합격차, 제도적 격차

장점
실증분석 용이: 개발과 빈곤지수, 인프라와 

개발지수, 국민총소득 관계 

경제 및 사회개발에 대한 포괄적 접근 

제공

한계 개발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함 개발 수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

<표 2-7> 협의의 개발격차와 광의의 개발격차(손혁상·이진영, 2013: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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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개발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들 또한 물리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포함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 요인까지 포괄해야 한다. 

구분 내용 지표

물리적 요소 수송 수단: 잠재적 시장 기후, 거리, 인구밀도 등

경제적 요소 GDP, FDI, 경제구조 세수, 산업활동구조, 인프라, 경제전망 등 

사회적 요소 인적자본, R&D:사회자본
실업률, 고용율과 인구추세, 노동력, 빈곤율, 

삶의 질 등

제도적 요소 제도적 통치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 수준, 정부효과성 부패 

통제, 법의 지배 등

<표 2-8> 개발격차의 지표(손혁상·이진영, 2013:53 수정) 

개발격차의 내용과 지표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통합의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과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아세안과 같이 

명시적인 사회적 의제로 나타나기도 하며, MERCOSUR에서는 지역기금의 형성을 통한 지역

적 성장의 재분배기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NAFTA와 같은 지역에서는 개발격차는 시장기제

를 통한 성장 즉 개인 소득의 증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성장의 혜택에 고르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역내 노동 이동에 대

한 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NAFTA의 경우 이는 ‘불법 이민 문제’, ‘국경’의 문제로 표출되게 

된다. 

노동·환경 등의 비시장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은 지역경제통합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권리, 사회적 보호의 도입 등 권리기반 형태의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으

로 나타날 수 있으며(예: MERCOSUR) 또는 이들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조항을 협정에 명시

하는 규칙기반형태(예:NAFTA)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지속적인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를 ‘발전주의적’으로 해소(예:ASEAN)하고자 할 수 있다. 

3. 지역개발협력의 주체와 재원 

글로벌한 차원의 사회적 의제인 지속가능개발의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를 명시함으로써 이전의 개발의제와 차별성을 가진다.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제기한 이행수단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상

호 결합, 기술 개발과 이전, 역량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세계화와 무역, 지역적 통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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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개발 의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포괄적 개념

이다(UNSC, 2014:1). 이와 같이 글로벌한 차원의 개발협력프로그램이든 지역적 차원의 개발

협력프로그램이든 개발협력의 주체와 재원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는 ‘혁신적 수단’을 통해 민간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원할 것인

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재원의 동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에 있어 지속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발의 취지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부문의 경우 투명성과 

책무성 같은 개발협력의 기본적 원칙들을 우회할 가능성이 크며 민간투자에 대한 측정 및 

평가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의 증대는 개도국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

는 것이다(김태균외, 2015; 박예린외, 2015: 339-340). 이러한 민간재원의 동원과 모니터링 

이라는 민간개발원조의 쟁점은 결국 개발주체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기존에 국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던 ODA를 넘어선 재원에 대한 강조는 결국 이에 수반

되어 ‘이미 발생한’ 개발주체의 다변화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

한 변화들이 반영된 지속가능개발의제는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

능한 인프라 개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등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한 목표들이 다수 

포함(오수현, 2015)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협력은  단순한 재원의 효율적 동원 뿐 아니라 이

를 위한, 국가 이외의 다양한 개발 주체들, 즉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UN 시스템, 여타 

행위자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를 요구한다(UN, 2015a: 28). 

세계화 이후 ‘범세계적 문제’의 등장 속에 새로운 개발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월드 비전 인터내셔널, 세이브 더 칠드런, 케어, 옥스팜(Oxfam)과 

같은 국제적 NGO외에도 세계화 이후 이루어진 개발도상국 등 수원국 내부의 정치적 자유

화의 결과 다양한 정치적‧종교적 성향의 크고 작은 비정부기구들(NGOs)이 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관련 자원 또한 수많은 수원국내 NGO들에게 흘러들고 있다(Kahras, 2007; 

Serino&Ray, 2009; Watkins et al., 2012). 또한 자산규모 440억달러를 가진 빌게이츠&멜린

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자선단체도 대거 등장하였다. 단적으로 미국 Foundation 

Center(2016)에 따르면 미국 자선단체는 2001년 61817개에서 2014년 8672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개발재원의 공급과 개발협력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민간기업, 실질적으로는 초민족

적 기업들이 주요한 개발주체로 등장하고 있다36). 투자 대상 국가에서의 공공이미지가 초

36)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 제출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AAA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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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기업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전통적 기부를 

넘어 환경‧보건 등의 분야에 있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단순한 수익활동을 

넘어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다37). 환경, 보건 등 투자대상국 내의 ‘인류애적 이해’를 내세운 

초민족적 기업의 활동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적 운명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

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들과의 파트너십은 필수불가결하다.   

셋째, ‘범세계적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제기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UN이 파

악한 바에 따르면 개발협력 분야에 70여개의 국제기구와 특별 펀드가 있다. GAVI(Global 

fund against AIDS)나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등 보건·환경 분야의 펀드에서 

보듯이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력의 틀에서 펀딩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지방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개별지방 

정부와 함께 다양한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Serivino&Ray, 2009). 

마지막으로 기존 공여국이 아닌 ‘국가’ 기반의 새로운 행위자 또한 증대하고 있다. 불가리

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국가 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 인도, 브라질, 아랍 공여국 등 신흥 공여

국이 등장하고 있다(Kahars, 2007; Zimmermann&Smith, 2011; Mawdsley, 2012). 

이와 같이 NGO, 기업, 다자간 틀 내의 펀드, 국제기구, DAC회원국 이외의 새로운 국가 

기반의 행위자 등 개발주체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반의 행위자를 제

외한 개발협력 주체의 다변화는 새로운 발전사회학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민족국가를 중심으

로 형성된 공공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응집성을 변화시킨다. NGO들은 시민사회내의 ‘작은 

문제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자선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기업적 관행과 시스템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국부펀드와 다양한 국제 금융기구 및 투자자의 등장으로 인해 ‘이윤추구’

와 ‘개발’ 활동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지역내 협력에서도 이러한 민관의 다양한 파트너십과 재원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내 개발협력에서는 지역경제통합단위가 공동의 기금을 형성하는 방식과 같은 지역적, 역외

의 다양한 펀드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지역개발은행에 의해 재원 조달 그리고 민간

기업(특히 초민족적 기업)이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

는 국내공공자원과  국내외 민간 기업과 재원을 구분하고 민간기업의 활동이 포괄적 성장과 고용 및 혁

신의 주요 동력임을 언급하고 있다(박수영외, 2015b; UN, 2015c). 

37) 이러한 측면은 보건 분야에서 뚜렷하여 많은 선진국 제약회사들이 저개발국 보건 분야에 대한 사적 지

원에 나서고 있다(Serivino&Ray, 200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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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원의 동원 방식이 결국 지역개발협력의 주체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협력에는 다양한 차원의 주체들이 개발정책에 개입하게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ODA 

또는 역외의 개발원조 등은 지역개발협력의 재원에서 구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주체

도 지역적 차원에서 구별해야 할 것이다. 엄밀히 본다면 지역개발협력의 재원과 주체는 역

내의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비정부행위자들이 협력하는 형태를 지칭해야 한다

(Bruszt&McDermott, 2009). 현실적으로는 남-남협력의 경우, ASEAN의 IAI 프로그램처럼 아

세안 역외국가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역외국가뿐 아니라 UNDP, 세계은행, 

아세안은행연합,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참여한다. ODA와 고유의 지역개

발협력프로그램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은행들을 통한 재원 조

달이다.  

지역개발은행은 지역통합기구에 속하지 않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낮은데 Birdsall(2006)은 지역개발은행-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주간 개발은행-이 UN기구들보다 투자 정도가 낮다고 평가한다. 지역은행은 당초

에 지역발전이라는 지역과제보다 국가대출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보다는 ‘은행’에 방점을 둔 대부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몇몇 

지역프로그램은(예를 들어 ADB의 메콩강 구상, IDB의 전염병 통제)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2000년대 초반 은행 포트폴리오에 1.2%에 불과하다. 만일 

WHO나 UNDP등과 같은 UN기구들과의 협력을 더한다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 지역적 

차원은 2.3%로 올라가지만 지역은행들의 역할은 여전히 낮다(Birdsall 2006, Deacon et al. 

2007). 

한편 지역별 개발은행들은 각 지역의 지역통합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데 아시아개발은행

의 경우 지역의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되게 담당하지만 사회적 측면에 대

한 지원이 약한 반면 미주개발은행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 강해 라틴아

메리카의 지역주의의 연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지역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주개발은행은 정책 토론에 대한  

노하우 지원을 통해 지역구상을 지원하고 지역통합을 강화하는 기술적 협력에 대한 재원을 

지원한다. 미주개발은행은 지역정책대화와 지역공공재 증진을 통해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환

기시키고자 노력한다. 1999년 미주은행은 대출국가들 사이의 대화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정

책대화를 만들었으며 빈곤감축, 사회적 보호 그리고 무역과 통합 네트워크 등 8개의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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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IDB 회원국간의 지역협력 형태모색과 경험을 공유를 꾀한다. 2007년 반구

회의에서는 고용, 빈곤극복을 위한 노동 정책을 위해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1) 사회

보호와 소득 발생 2)노동의 질과 비공식성 3)노동시장의 행위 증진을 위한 경험과 교훈 등

을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주개발은행은 ‘사회정책은 저생산 직업과 비정규직을 향한 

부적절한 구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정책의 전

면적 시행보다는 보완적 개입을 주장한다. 미주개발은행은 2004년에는 MEROCUS를 위한 

단일기반의 사회안전망을 승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MERCOSUR 국가들의 사회보장체계의 

보다 나은 통합을 목적으로 하였다(Deacon et al., 2010:41-45). 

지역개발은행 중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지역통합과정에 기여하는 재원이 꾸준히 증대되

어 왔다. 그러나 ADB는 지역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세안 전체의 차원보다는 준-지역개발협

력에 많이 관여하는데, 사회적 보호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2006년 ADB는 지역협력과 통

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이 중에는 환경 파괴 및 전

염병 예방과 같은 지역공공재 구축을 목표로 한다. ADB 보고서는 무역, 투자, 금융, 교통, 

건강, 통신, 환경등의 이슈는 국경을 가로지르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

다 줄 지역적 기반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공유된 관심에 대한 공동행동을 취

함으로서 국가들은 경제적 측면을 개선하고, 빈곤 감축과 무역 증진과 같은 복합적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ADB 2006). 또한 ADB(2007)에서 보듯이 지역개발은행들은 해외송

금과 관련하여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지역개발은행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해외 송금의 비공식적 경로를 공식화하고 해외 송금을 빈곤감소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개발은행에서 수행되는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개발은행의 책무성과 시민

사회의 참여 또는 파트너십 형성은 지역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재원과 주체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김태균(2018)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경우 책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를 압도

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책무성 비판이 지역개발은행을 압도한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은 일종의 ‘대항적 공존’을 형성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속적인 책무성 제

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사회를 포섭하는 개발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

회기구(Cvil Society Organization)들은 정책·국가·프로젝트 수준에서 지역개발협력프로그

램에 참여하게 된다. 정책적 수준에는 일정 정도 제한이 있으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정책과 

프로젝트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영향에 대한 사후적 개입을 하게 된다. 국가 수준에서는 정

책적 수준이나 프로젝트 수준보다는 참여가 제한적이나 국별파트너십전략의 설계와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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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회원국정부, 민간기업, 국제개발기구, 시민사회기구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력수준 주요협력방식

정책수준 책무성메커니즘/공공대화정책/세이프가드정책문서

국가수준 국별파트너십전략 가이드라인

프로젝트수준
정보제공/협조융자/수혜대상기관/

프로젝트 집행협력기관/모니터링 및 평가 

<표 2-9> 아시아개발은행-시민사회 협력 방식의 다양성(김태균, 2018:265 재인용)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프로젝트 수준 즉 개발협력의 현장에서는 직접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수혜대상이자 비판적 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

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통치성을 발휘한다. 물론 이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NGO 포럼등을 구성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에 대한 거시담론적 비판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지역개발협력에서의 재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현실적 장치

들은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적 장치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지역은행들은, 지역통합의 사회

적 차원과 지역개발협력과 관련한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로서의 지위 속에 그

들의 역할을 제한한다. 은행들은 정부간 지역연합보다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지역의 국가들

에 초점을 맞추며 국경간, 초민족적 지역 그리고 준지역사회의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

고 주로 노동 이민관리, 전염병 모니터링,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 사회보장, 지역 및 준

지역 정부 연합의 제도적 능력 향상(특히 ASEAN, SAARC, MERCOSUR, CARICOM 그리고 

SADC)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역개발은행은 화폐의 관리라는 민족적 은행의 기능보다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Deacon et al., 2010:41-45).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민족국가의 사회적 차원을 담당하는 통치기구와 유사한 기구가 지역기구에

서는 미약하거나 부재함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의 재원과 주체를 특

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이 지역통합의 사회적 의제를 수행

함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독자적인 사회적 영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통치적 장치’에

는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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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세계화라고 불리는 도도한 물결은 지난 한 세대를 풍미하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낳았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공공성에 대한 효율성의 우위를 내세운 신자유주의 정책과 

병행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사회의 효율적 재배치가 아닌 글로벌한 차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양극화, 빈곤 그리고 이와 결합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돌릴 

수는 없지만) 사회적·생태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적 차원

의 국가의 통치능력 혹은 정책자율성 그리고 민족적 차원의 사적 계약(이론적 차원이든 실

질적 차원이든)은 침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위자로서의 기업과 ‘작은’ 정부들은 효율적으로 연대하여 그 과정을 이

끌었으며 반대진영은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대부분의 논쟁은 노동과 환경이라는 비시장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 양성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지

지자들도, 반대자들도 지역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보다 선호하였으며, ‘지역화’ 속에서 자신들

의 의지와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제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통치성’

의 주요한 수행적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은 한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지역주의하에서 ‘발전’의 단위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역형성전략으로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양극체제의 

해체 이후 다극 체제하에서 개별국가들 특히 남반구 국가들은 시장규모의 확대와 투자유치

에서의 협상력의 강화 등을 위해 남-남협력을 위한 지역경제통합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개

별 지역들은 자신들만의 제도적 방법과 모형에 기반하여 지역을 형성하였다. 그 구상과 실

질적인 시행 사이의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상이한 유형의 지역경제통합이 무역, 투자, 금융

적 개방에 대한 최소한의 수렴과 수단들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틀내에서 사회적 의제 또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지역주의는 무역·투자협정 등의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

지만 지역별로 역사적·사회·문화적 전통, 정체성, 지정학적 입장, 기구의 목적, 회원국의 

국내적 정치적 사정 등 복합적인 이유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지역통합의 

핵심적 국가들의 지역형성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통합이 우선인 지역통합은 자유무역지

대, 관세동맹 또는 공동시장, 공동체 또는 정치적 연맹으로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초기 출범

은 정부간주의에 입각한 협정을 통해 성립하였다. 

경제적 영역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이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적 시장(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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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적 요소들(노동과 환경)이 경제적 규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는 사회적 권리, 재분배기제, 기술

적 협력, 노동·환경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논쟁과 

사회적 의제의 형성이 뒤따른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역들에서는 광의의 지역개발협력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역적 수준에서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족적 설계와 유사하게 지역의회 등의 입법

기구, 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분쟁해결절차 및 지역적 규범 등의 형성 등 사법적 

기구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간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정적 영역

의 형성과는 별도로 EU를 제외한다면 입법기관과 사법적 기관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절차와 지역경제통합의 협정 그 

자체를 제외한 2차 규범의 지역적 수준에서의 반영 정도는 지역경제통합이 어느 정도의 초

민족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제도의 

형성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정부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지만 그 외의 포럼 위원회 

등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부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사회

적 의제의 형성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의 지역개발협력에서는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이 

행위자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지역통합이 사회적 의제의 형성, 또는 이를 둘러싼 행위자들간의 갈등과 협력 그리고 이

의 제도화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적 동학을 형성한다고 할 때, 사회적 의제의 제도화는 실제

로는 개발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2015년 UN이 

내놓은 지속가능개발의제는 글로벌한 차원의 사회적 문제와 의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자 제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취약성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들

은 실질적인 통치기관의 제도적 형성과 별개로 개발협력프로그램으로 변형되며 그 주요 대

상은 노동, 환경이라는 비시장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사회적 의제의 개발협력프로

그램의 변형은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을 담지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불완정하기 

때문이며, 지역경제통합이 이러한 요소들을 사회발전의 필수적 요소이자 적극적 범주로 파

악하기 보다는 지역적 성장의 잔여적 범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다수 지역적 

구상에서는 사회적 차원이 몇몇 정책 영역에 집중된 프로그램이나 일종의 ‘문제-해결형’ 프

로그램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의 광범위함에 비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통합에서 많

은 협력은 물리적 연계와 인프라 투자 등 환경적 요소의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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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역내 이주와 관련된 사안이 많다. 이와 별개로 지역개발협

력에서는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들이 마련된다. 

이러한 지역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 재원들이 필요한데 지역경제통합에서 독

립적인 재원을 형성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재원을 조달한다. 재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은행들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

지만 현재까지는 민족적 차원의 중앙은행에 비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대출자로서의 

지위에 역할이 제한된다. 그리고 재원과 주체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개발프로그램 

또는 발전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책무성의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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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규칙기반 지역사회형성 : 북미자유무역지대와 

자유무역협정 

1절. NAFTA 지역통합의 특징: 경쟁적 자유화를 통한 지역형성  

1. NAFTA 설립의 성격

(1) NAFTA 설립의 역사적·지역적 배경  

1980년대 멕시코 외채 위기 이후 등장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산 속에 아메리카 대륙에

서 자유무역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는데, 이는 향후 양국과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를 포함한 4개국 

협력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로 발전했다. 한편 북미에서는 1990년 살리나스와 부시

가 미국과 멕시코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USFTA)

의 효과가 희석될 것을 두려워한 캐나다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북미’ 차원의 경제통합이 시

도되었다. 결국 1992년 3국 정상이 서명하였으며 3국 의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1994년 1

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었다(Hufbauer and Schott, 2005: xiii; 스미스, 

2010: 297-335) 

물론 세 나라 사이에는 NAFTA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존

재했고,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경제통합 노력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1965년 미국-캐나다 

사이의 자동차협정, 1965년 멕시코 마낄라도라 프로그램 창설, 멕시코의 경제개혁과 GATT 

가입 이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쌍무적 무역자유화와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 합의서, 

1989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CUSFTA) 등이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Hufbauer and Schott, 2005: 1-13; 정진영, 1998). NAFTA는 이러한 지역 내 경제적 상호

의존과 통합을 가속화시켰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NAFTA의 체결은 1980년대 외채 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적 세계화의 움직임과 함께 일어난 새로운 지역주의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탈냉전 이

후 양극체제의 해체와 세계적인 경제적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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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 첫째, 시장자유화를 추구함에 

있어 GATT를 통한 협상의 불만족을 지역적 수준에서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둘째, 지

역경제통합은 시장 규모의 확대를 위한 시장지배력의 향상이나 시장접근성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셋째, 회원국내 정치로 인한 자유화의 후퇴를 막으려는 일종의 잠금 수

단(lock-in)으로 지역경제통합이 활용되었다(Hoekman and Kostecki 1995: 214).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계헤게모니 국가이자 아메리카 지역의 헤게모니국가였던 미국의 경

제적 경쟁력 약화와 무역정책의 전환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전후 다자적 무역체제인 

GATT체제를 확립하고 지지해온 지도적 국가였다. 특히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 미국의 

1980년대의 대외 경제정책과 단절하고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GATT체제 보다 더 자유

주의적인 무역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WTO의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

에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에 더 관심을 갖는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경쟁적 자유화’라고도 불리는 이 같은 정책은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지역적 경제통합을 추

진함으로써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나라들이 자유화를 위해 경쟁하도록 강제하려는 

구상에 기초를 두었다(Destler, 2005). 

이 과정에서 NAFTA의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은 NAFTA를 수단으로 하여 유럽과 일본에 

대항한 미국의 리더십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NAFTA는 미국이 지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의 모델로 기능했다. 동

시에 NAFTA는 ‘유럽의 요새화’나 무역협상에서 일본에 대해 북미 또는 아메리카 전체 지역

에서의 배타적인 경제블록 형상을 통해 고강도 보호주의를 취할 수 있다는 위협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했다. 요컨대 NAFTA는 지역경제통합의 기제인 동시에 미국의 세계-전략적 고

려의 산물이었던 것이다(Morales, 2008).   

물론 이 같은 세계적 전략은 분명한 지역적 기초를 가졌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시장

에 대한 의존도가 1990년 75.4%와 70.3%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 때문에 1980년대 미국의 보호주의 및 일방주의의 강화의 

움직임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먼저 미국에게 자유무역협정을 제의하게 하는 상황을 낳았다

(정진영, 1998.) 미국의 입장에서도 NAFTA는 중남미 수출시장 및 자본 투자기회 확보의 계

기로 인식되었다. NAFTA를 통한 자유화는 미국 제품에 대해 65%의 무관세 지위 부여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 무관세, 그리고 1억 명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수입품이 아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품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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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 내에서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

주의의 신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는 미국 남부 국경지역의 안정

과도 관련되었다. 국경지역은 1910년 멕시코 혁명이래 미국의 대 멕시코 정책의 토대였고 

멕시코인의 월경의 문제, 즉 이민 문제에 NAFTA의 추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또

한 미국은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한 멕시코의 외교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를 원했고 NAFTA가 

성사되면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심각한 이견표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38)

1989년 미국과 CUSFTA를 체결하였던 캐나다의 경우, NAFTA 참여의 목적이 멕시코나 미

국에 비해 야심찬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의 일차적인 목적도 미국시장에 대한 안전한 접근

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작동하고 있던 

CUSFTA의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런데 <그림 3-2>에서 보듯

이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의 무역이 경미하였고 NAFTA가 CUSFTA의 결함을 보완할 전망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관료들은 NA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

다. 그러나 1990년 9월 멕시코와 미국이 캐나다를 배제한 상황에서도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자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상업적 이권을 

얻기 위해, 즉 대미 수출통로의 확대를 위해 캐나다도 참여를 결정했다. 물론 비록 사활적

인 것은 아니었지만 캐나다도 멕시코와 중남미 시장 진출의 확대에 관심이 있었다

(Hufbauer and Schott, 2005: 1-13).  

미국에게 NAFTA를 제안한 멕시코의 경우 국내정치적 요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2년 외채위기 이후 멕시코는 시장개방과 적극적 경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시장지향적 개

혁정책은 국내의 다양한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에서 살리나스 대통령은 개혁의 

지속할 안전장치를 NAFTA에서 찾으려 했다(이성형, 1998) 또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NAFTA 

비준을 공유지(에히도 ejido)개혁—상업적 농업을 위한 에히도 토지의 판매 및 합병—의 정

치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NAFTA의 의무조항들은 경제개혁을 역전시키는 정치적 비용

을 상승시켰으며, 멕시코 산업계와 특수 이해 집단들의 보호주의적 요구나 저항을 무화시키

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이성형, 1998). 

38)  1991년 4월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산 존 네그로폰은 “멕시코의 외교정책은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적, 

보호주의적 접근에서 세계정세에 대한 실용적, 대외지향적, 경쟁적 시각으로 바뀌었다. ……FTA를 하자

는 멕시코의 제안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 접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FTA는 

멕시코의 대외관계에서 북미지향성의 수용을 제도화할 것이다”라고 워싱턴행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스미

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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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멕시코는 당시 증가하는 젊은 인구층을 위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

다. 1982년 외채 위기 이후 낮은 국내 저축률과 잇단 페소화 위기 속에서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 방법은 멕시코 시장 내로 보다 많은 자본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또한 해

외자본의 유치는 이와 연계된 기술 및 관리 능력을 동시에 끌어 들였는데 이는 멕시코 내

에서 금융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

다. 물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에게 있어 세계최대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하는 것이었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성형, 1998; Hufbauer and Schott, 2005:1-13). 

이처럼 NAFTA는 199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산과 세계화 속에서 세계 헤게모니

이자 아메리카의 지역헤게모니로서의 미국의 다층적 이해와 지정학적 고려 속에 멕시코의 

경제적 고려와 국내정치적 요인 그리고 캐나다의 수동적 승인 속에 성립되게 되었다. 

(2) 미국 주도의 지역규율체제로서 자유무역협정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 속에 NAFTA는 가장 야심찬 계획 중 하나였다. 1994년 발효된 

NAFTA의 인구는 3억7천만 명, GDP 6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했으며, 2004년에는 인

구 4억 3천만 명, GDP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역경제로 성장하였다. 물론 이 같은 

성장이 실제로 NAFTA와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NAFTA이전

에도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직접투자와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NAFTA가 발효되기 이전 수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캐나다 간의 무역은 여타 국가들에 비

해 두 배 가량 증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미 경제통합은 NAFTA가 없었더라도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NAFTA가 이러한 경제통합 과정을 더욱 심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NAFTA 10

년, 즉 1994년-2003년 동안 실질 GDP 측면에서 캐나다의 경우 3.6%, 미국은 3.3%, 캐나다

는 2.7% 증대되었다. 이는 이 기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단지 멕시코는 장기

적 발전과 잠재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Hufbauer and Schott, 2005:1-5). 

OECD(2004)는 멕시코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제대로 이루었다면 잠재 성장률이 6%에 달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의 지역경제 단위로서 NAFTA

가 외형적인 경제지표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의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낸 NAFTA는 우선 회원국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2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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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NAFTA 국가들의 역내 수출입 의존도 변화 추이(미국의 수출·입 비중)

진국과 1개의 개도국이 지역경제통합을 이룬 경우이다.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였지

만 이미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던 미국-캐나다 FTA와 달리 멕시코와의 FTA는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계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Hufbauer&Schott:xiii).  그러나 이러한 1

개 개도국과 2개 선진국의 결합에는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존재한다. 캐나다-미국 FTA가 여

전히 논쟁적일 때 NAFTA가 논의되었으며, 멕시코와 미국의 정치적 합의 속에서 캐나다는 

수동적으로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1개 개도국과 2개 선진국의 결합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NAFTA는 강력한 중심국가와 이에 의존적인 2개국가간의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역측

면에서 미국에 의존적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로 인해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

존성이 증대되었다. <그림 3-2>,<그림 3-3>에서 보듯이 1980년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65.2%를 차지하였으며, NAFTA가 정식 발효한 1994년에는 82.6%로 이후 80%대를 유지하다

가 2007년 78.9%, 2017년 76.4%(418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에 대

한 수출 비중이 1980년대 50-60% 수준에서 1989년 70%를 넘기 시작하여 2010년(80.1%)까

지 80%대를 유지하였으며, 2017년 80%(408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2000

년대 초반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39). 반면 미국의 대(對)캐나다 수출입과 대(對)멕시코 수출입은 20%대 수준이다. 

자료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 

접속일: 2018년 8월11일,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도 동일

39)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수입의 급속한 감소는 대중국 수입의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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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캐나다의 수·출입 비중

<그림 3-3> 멕시코의 수출·입 비중 

또한 미국은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도 멕시코와 캐나다 양국의 주요한 원천 중에 하나이

다. 1994년에서 2004년까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62.2%에 달한다(Hufbauer&Schott, 2005: 31). <그림 3-4>에서 나타나듯이 2001년 이후 점

차 감소하지만 여전히 멕시코 직접투자의 약 5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95년 미국의 비중이 67%였다가 2006년 이래 감소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비중이 50%를 상

회한다.40)

40)멕시코의 경우 유량(inflow) 수치를 캐나다의 경우 저량(instock) 수치를 활용했다.

(http://unctad.org/en/Pages/ DIAE/FDI%20Statistics/FDI-Statistics-Bilateral.aspx. 접속일:2018년 8월11일).  

1995년 캐나다에 대한 미국 투자의 통계치는 

http://www.international.gc.ca/economist-economiste/performance/state-point/2007.aspx?lang=eng(접속

일: 2018년 8월11일)을 참고하였다.  



- 84 -

<그림 3-4>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중 미국에 의한 투자 비율 

따라서 NAFTA 내부의 경제적 교환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비중은 상대

적으로 적으며, 미국시장은 NAFTA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

코의 대미 의존성은 NAFTA 시장의 어떠한 균열도 그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경제적 영역의 지렛대를 이용한 ‘이슈 연계’를 실행하게 된다(Knight et al.2014). 이 같은 

미국의 지배적 지위는 NAFTA의 기본적인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NAFTA는 유럽연합이나 ASEAN 또는 MERCOSUR 등과 달리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며 따라서 민간의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NAFTA는 다른 지역통합의 사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정치‧사회통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장-기업-민간의 자율성을 제도화한 지역화의 흐름은 

역설적으로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

하는 경향이 있다(스미스, 2010: 317).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NAFTA에서는 ‘자유무역’ 보다는 ‘자유투자’가 더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1990년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무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이미 낮은 

수준이었다. 물론 NAFTA는 발효 즉시 5년 내 미국 제품의 65%가 무관세 지위를 획득하였

으며 미국 농산물의 절반이 즉각적으로 무관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를 통해 값싸고 숙련된 멕시코 노동력에 대한 자유로

운 접근(생산 요소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멕시코로서도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해외 직접투자를 기대하

였다. 이런 이유로 NAFTA 협정에는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자유화의 영역이 포괄되었다. NAFTA 의 핵심조항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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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권리와 특권을 허용하는 것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Morales, 2008: 36).41)

뿐만 아니라 NAFTA는 개별국가들의 입법에 대한 ‘구속효과’를 발휘하면서 3개국의 정책

적 수렴을 낳는다. NAFTA는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수용하고 개선한 것이다. 그런데 

CUSFTA 가 NAFTA의 전범이었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를 캐나다와 미국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가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 국가의 사회-경제적 격차

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가 시장임을 의미한다. NAFTA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경쟁적 자유화 전략의 핵심으로서,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는 NAFTA가 

미국이 추진하는 ‘신지역주의’, 즉 개방적 지역주의의 중요한 모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같은 특성들은 NAFTA가 단순한 무역체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지역적 

규율체제라는 것을 말해준다(Morales, 2008). 그 결과 NAFTA는 개별 회원국의 입법을 정의

하는 기본적 틀이 되기도 한다. NAFTA는 회원국가들의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정

책과 공공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실 이러한 ‘구속효과’는 이 협정의 배후에 있던 미국의 

동기를 상기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시장친화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원했으며, 멕

시코와 캐나다의 민족주의적이며 국가 개입적인 정책으로의 회귀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료들은 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시장친화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정책의 수렴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역적 규율기제로서 NAFTA

의 기본적 성격은 또한 개별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NAFTA의 제도적 배치에도 반영되었

다. 

2. NAFTA의 제도적 특징

(1) 지역적 제도의 결핍: 초민족적 통치체의 부재 

여타의 지역통합과 달리 NAFTA는 지역적 차원의 통치구조를 결여한 매우 특수한 형태의 

지역통합으로 간주된다.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형성된 NAFTA는 회원국이 규칙 제정과 협

정의 조인국이자 담보자로 남으며 그 이상의 초민족적 상위 제도의 형성을 보류한 채 실질

적인 지역통합 과정은 민간자본의 투자와 자유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자유무역협

41)  그래서 사실은 NAFTA에 의해 고안된 중요한 혁신은 투자에 관한 제 11장인데, 사적기업은 정부의 공

용징수(expropriation) 또는 투자 규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부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이 같은 투자자

소송제도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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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통합형태의 일반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NAFTA를 구성하는 회원국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법적 전통 즉 영‧미 관습법(common law)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듀이나(Duina, 2006)에 따르면, NAFTA는 지역적 규범의 창출에서 대륙의 성문법 전통을 

따르는 EU나 MERCOSUR와 달리 영‧미의 최소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NAFTA는 사전에 보편

적 법률을 생산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들에 대한 판례들을 기반으로 규범체계를 형성한다. 경

제통합의 지역적 제도를 형성하고자하는 관료들도 초민족적인 규범체계의 집행기관을 확립

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적 수준에서의 분쟁과 해결 절차들은 개별 이해집단에 맡겨

진다. 분쟁해결 과정에서는 기업가, 고용주, 각종 협회와 이익집단 그리고 행정부들의 이해

관계가 고려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규범적 제도와 규제가 일종의 ‘비용’으로 환산되

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제도형성의 

전통은 갈등을 규정하는 기제와 이를 해결하는 분쟁절차를 담당하는 외재적 기구들을 별도

로 생산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있다.42)

다른 한편 NAFTA에서 초민족적 수준의 지역적 제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권의 형성은 공통의 규칙

에 대한 합의에 기반할 뿐이며 지역적 차원의 정치적‧법적‧사회적 기관들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

역경제통합은 원론적으로는 지리학적 인접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유방임적’ 시장

이 요구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조정은 지역경제협정을 이끄는 기술적 기관들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통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권의 양

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제도들은 기업가, 협회, 행정부 관료, 이해

단체 등과 같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이 설계한다(Closa and Casini, 2016: 145-146). 예를 

들어 NAFTA 협정체결 당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노동과 환경 쟁점에 대해서도, 미국

뿐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환경 표준이 자신들의 주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대하였다. 각국은 부속협정이라는 약한 제도적 장치를 추구하였

고, 강력한 지역협의체보다는 개별회원국의 권위 하에 소속된 분리된 사무국의 설립을 선호

했다(Grayson 1994). 

또한 NAFTA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처럼 지역적 차원의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을 

42) 그런데 NAFTA의 제도적 가정, 기제, 법적 정의는 결국은 이해집단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법인 회

사들의 문화, 관습 법적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역내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법적·제도적 

전통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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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화폐통합이나 재정통합의 계획도 없다. 민족적인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지역적 제약도 마하스트리히트 조약에 기초한 유럽연합의 화폐통합과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NAFTA에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공동정책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과 관

련된 공공정책도 논의되지 않는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느슨한 형태의 협의들이 존재할 뿐이

다.43)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의회, 평의회, 법원, 실행위원회 등을 가진 유럽연합과 비

교할 때  NAFTA는 극도로 제한된 정치적 위임장치를 갖고 있다. 대략 700쪽에 달하는 

NAFTA 협정에 오직 1쪽만이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를 다루고 있으며 사

무국에 대해서도 1쪽만이 할애되고 있다44). 2001조(Article 2001)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임사

항을 다룬다. 위원회는 내각 수준의 대표자, 즉 캐나다와 멕시코의 통상장관과 미국 무역대

표부 의장으로 구성되며 적어도 년1회 회의를 진행한다. 문서상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것은 협정의 실행을 감독하고 미래발전을 전망한다. 또한 위원회는 하부 위

원회(committees)와 실행그룹(working groups)의 활동을 감독한다. NAFTA에는 30개가 넘

는 위원회와 실무그룹이 만들어져, 관세 및 비관세 쟁점을 다룬다. 또한 그들은 협정의 해

석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위원회는 어떤 항구적 본부와 인력도 갖지 않는 명목적 기구에 불과하다. 

장관들은 매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만나지만 그들의 회의는 대체로 비공식적이며 구체적

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Mace, 2007: 8; McKinney 2000: 24; NAFTA 협정문 

2001조).45) 자유무역위원회와 분쟁패널 및 하부 위원회를 지원하는 NAFTA 사무국은 지역

적 수준에서 설치되기보다는 개별회원국으로 나뉘어져 오타와, 워싱턴DC, 멕시코시티에 위

43) 1990년대 하반기에 무역과 안보 사이의 연계가 인식되었지만 2002년 이후에야 더 포괄적인 협정이 체

결되었다. 그러나 그런 협정들은 NAFTA와 공식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2005년에 조인된 안보‧번영협력

체(Security and Prosperity Partnership, SPP)는 사실상 사소한 것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Mace, 2008: 7).

44) NAFTA 협정문 파트 일곱 번째 “행정적 그리고 제도적 조항”(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아래 제 20장 제도적 장치와 분쟁해결 절차(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은 3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에 대한 조항은 2개이며, 분쟁절차에 관한 

것은 23개이다.  NAFTA 협정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참고함. 

https://www.nafta-sec-alena.org/Home/Legal-Texts

45) 사무국(Secretariat)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것은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적이 없다. 2002 조항에 규정된 

사무국은 NAFTA 차원에서 설립될 예정의 기관들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민족적 부문들(sections)로 구

성된다. 각 부문은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규모의 자금을 각국 정부로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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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한편 노동과 환경 같은 ‘사회적 쟁점’의 경우 별도의 지역적 기구가 존재한다. 노동협력위

원회(Commission for Labor Cooperation)와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위원회는 ‘비시장적 요소’를 다루는 NAFTA ‘부속협정’

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두 기구와 별도로 미국과 멕시코에만 해당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2개의 제도가 있다. 이는 국경환경협력위원회(BECC: The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와 북미개발은행(The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이 유럽연합처럼 지역 차원의 ‘사회적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

고 있지는 않다. 

NAFTA에는 영구적 사법기구가 없으며 대신에 무역과 관련된 특정 분쟁을 다루는 패널들

이 협정의 규칙을 해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분쟁해소 기제는 사실상 타협의 산물

이다. 미국 협상가들은 공통의 경쟁정책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고 상시적인 법적 제도도 거

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패널을 통한 결정은 미국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캐나다산 목

재의 대미수출을 둘러싼 4차례의 중재에서 미국 정부의 거부로 인해 중재결과가 곧바로 실

행되지 못했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NAFTA 분쟁해결 기제는 공허한 것일 수 있

다.46)그것은 시장과 정치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없으며, 행정적 수단을 활용하는 미국 

일방주의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다(Knight et al., 2014:74-75).  

NAFTA는 출범 당시 통합과정의 진화를 주도하는 지역적 제도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

존의 지역적 제도를 심화시키려는 전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과정에 어떤 형태의 

초민족적 제도도 포함하기를 거부한 것은 훨씬 간단하고 더 포괄적인 협정을 고안하는 것

을 필연적이게 만들었다.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일련의 규칙들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지역

통합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조약 그 자체가 몇몇 정책 영역에서 민족적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규범적 질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NAFTA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다양한 형태의 실행집단의 활동도 중요한 압력의 원천이 된다. 중재패

널은 국가들을 매개하고 기업과 국가를 매개하는 새로운 사법적 형상인 것이다. 이를 통해 

NAFTA에서는 국가 중심적 권위가 민간영역으로 이전된다(Morlales, 2008: 47-48). 

46) 애초에 이 분쟁은 미국 측 생산자들이 캐나다산 목재가 공유지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보복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네 

차례의 중재패널에서는 실질적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따라서 부과관세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

려졌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런 결정의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2006년 캐나다 정부가 미국 측이 관세

에 부과된 75%의 의무금을 돌려주는 타협안을 내놓아야 했다. 



- 89 -

협정의 성격 제도적 능력 리더십 성과 

법적 조약(상대적으로 NAFTA일반: 권력의 양 출범시 미국 주도 FTA-Plus: 상품, 서비

<표 3-1> NAFTA 제도적 특징(Börzel, 2013:248 수정) 

<그림 3-5> 계약의 정도와 주권위임 정도에 따른 NAFTA의 제도적 성격

따라서 NAFTA는 지역수준의 초민족적 제도나 법적 제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계약적 요소와 협정의 규칙들을 통해 일종의 ‘규율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NAFTA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 인접성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세계화 이후 ‘신지역주의’, 즉 개방적 지역주의 모형의 강력한 모델로 

기능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자적 또는 다자적 관계를 통해 세계무역기구 보다 더 높은 수

준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며 더 강력한 규율기제를 확립한다.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에 기초한 지역통합은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역 내 행위

자들(국가, 기업, 시민사회 심지어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완벽한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그림 3-5 참고). EU나 MERCOSUR가 지역통합의 전체적인 프레임

에 관한 조약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NAFTA는 세부적 사항들에 대한 실행을 요구하

는 길고 자세한 협정문들로 구성되어 있다(Cooley and Spruyt 2009: 142-185).   

출처:　Cooley&Spruyt 2009:152 재인용

한편 협정의 성격, 제도적 능력, 리더십, 성과 등에 따른 NAFTA의 제도적 특징을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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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완벽한 계약):
조약내 종별적 정책 규
칙

도 없음. 분쟁해소와 관
련하여 대표파견 및 위
임
노동과 환경 협정 :일부 
권력 양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재분배 기구 없음. 

그러나 제도적 리더
십 없음. 

스, 투자, 경쟁
역내 무역 및 FDI의 
증가 
노동과 환경 문제에 대
한 협력: 미약한 수준 

2) 규칙 기반 지역화와 ‘권위’의 민영화 : 국가에 대한 민간행위자의 우위

NAFTA는 초민족적인 차원의 사법적‧정치적‧경제적 제도보다는 초민족적으로 관철될 것으

로 예상되는 일련의 규칙들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세부적 사항의 상세함은 NAFTA의 법적 

체제가 최소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판례 중심의 관습법(common law)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다. 최소주의적 접근은 NAFTA가 유럽연합 같은 성문법(civil law)의 

보편적 ‘규범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무역, 투자, 노동·환경 같은 세

부적 쟁점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칙을 둔다. 다양한 쟁점 영역들은 명시적인 규칙에 의해 

완전히 규제되며 높은 수준의 법적 명료화와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장치들을 수반한다(Morales, 2008: 38-73).47) 이러한 규칙과 장치를 통해 NAFTA에서는 단

순한 경제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칙-기반’의 지역화를 이루게 된다. 

NAFTA 협정문 서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유무역, 경제적 개방성, 시장효율성 등

의 원칙은 상품, 서비스,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칙으로서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금지가  NAFTA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다. NAFTA 

협정문의 22개 장과 77개의 부칙, 그리고 두 개의 부속협정은 이러한 일련의 규범, 원칙, 

권리, 의무,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 등 세부적인 규칙들을 구성한다. 협정문의 대부분은 무역

과 투자 영역에 속하며, 주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라는 ‘부정적 목록’

의 제거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부속적’ 지위를 갖는 환경‧노동협정은 ‘사회적’ 영역으로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사이의 협상의 산물이다. 또한 부속협정은 민간이 특정한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서는 원론적으로는 지속적인 연구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의제들이 형성될 수 있다(Morales, 

2008:38-46).

이러한 세세한 규칙들이 실행되기 위한 제도적 방식도 중요한데, NAFTA에서는 각종 패

47) 이는 NAFTA가 미국식 법인문화의 제도적 가정, 메커니즘, 법적 규제들을 세밀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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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들이 사법적 기능을 대체하는 일종의 대안적 분쟁해결기제(ADSM: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로 제시된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공적 행위자들의 부당한 정책으로부

터 민간행위자들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분쟁해결기제는 합의된 

규칙의 강제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규칙을 형성하는 촉매제로 기능한다. 대안

적 분쟁해결기제는 NAFTA 협정문 11장(투자에 관한 장), 제19장(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

련된 장, 특히 1904조),  20장(제도적 배치와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노동·환경 부속협정에

서 발견된다. 이 중 11장과 19장은 ‘유사’-사법결정의 규칙 영역이고, 20장과 노동·환경 부

속협정은 분쟁해결기제에 있어 일종의 협상과 타협의 규칙 영역이다(NAFTA 홈페이지)48).

특히 20장은 NAFTA 협정 자체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도 적용된다. 20장에 따른 분

쟁해결과정은 정부 대 정부의 자문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위원회

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에도 분쟁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5명의 중재패널을 

요청하게 된다(NAFTA Secretariat, Ch20). 그리고 중재패널에 의한 최종결정은 사법적 결정

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책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한 측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보복제재를 원칙적으로 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보복제재 수단 또한 쌍방 합의를 이끌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이

용된다(Morales, 2008: 47-50). <표2>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2017년까지 NAFTA 협정문 20장

에 의한 중재패널의 사례는 총 206건 중 총 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분쟁중재는 11장 및 

19장과 관련되어 있다(표 3-249) 참조). 

분쟁기제(중재패널) 관련 조항 사례(건수) 최근발생시점 

19장 1904조 (캐나다 27건, 멕시코 15건, 미국, 63건) 105 2017년 

19장 1904조 (특별이의신청위원회(ECC), 미국 6건 ) 6 2003년 

20장 2008조 (미국, 2건, 캐나다 1건) 3 2001년 

FTA 관련 18장(캐나다 2건, 미국 3건) 5 1993년

11장하에서의 분쟁 사례 87 2017년 

총계 206

<표 3-2> 분쟁기제로서의 중재패널 결정·보고 사례

출처: NAFTA 사무국 (https://www.nafta-sec-alena.org/Home/Dispute-Settlement/Decisions-and-Reports, 

접속일 2018년 9월2일), PublicCitizen(https://www.citizen.org/our-work/globalization-and-trade/

naftas-chapter-11-corporate-cases) 자료 재구성 

48)https://www.nafta-sec-alena.org/Home/Dispute-Settlement/Overview-of-the-Dispute-Settlement-Provisions, 

접속일: 2018년 9월 2일. 이하 이 절의 NAFTA Secretariat 는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한 것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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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 사례는 2001년 2월에 보고된 국경간 화물운송서비스

(Cross-Border Trucking Services)의 사례이다. 중재패널의 권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에

게 국경간 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된 투자를 허용해야 했지만 미국은 NAFTA 1202조와 1203

조 등을 들어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다. 근본적으로 미 행정부측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 같은 협정 해석에서의 충돌 사례는 비관세 장벽들과 관련된 것인

데, NAFTA에는 이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초민족적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결

국 협상을 통한 타협이 유일한 해결책이다(NAFTA Secretariat, No. USA-MEX-98-2008-01

)50). 

한편 민간 투자 그리고 덤핑 및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들을 다루는 11장과 19장은 ‘유사’ 

사법적 결정의 규칙 영역이다. 이 영역은 국가가 나서서 협상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장 행위자들이 패널의 검토를 지방 법원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11장에 

따르면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와 국제무역법을 위한 UN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등의 분쟁 기제를 활용할 수도 있으

며, 국내법원을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NAFTA Secretariat 홈페이지). 

11장의 중재조항들에 있어 중요한 측면은 시장행위자들이 직접 국가에 대해 패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담당하는 패널이 초민족적 기구로 기

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패널의 판결이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는다.51) 그러나 11장은 해외투

자를 다룸에 있어서 멕시코와 여타 라틴아메리카가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국가 중심적인 법

체계,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 시에는 국내법을 따르게 하는 칼보 독트린(Calvo 

Doctrine)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Taylor, 1997; Manning-Cabrol, 1995).52)  

이런 측면에서 NAFTA의 11장은 민족적 법률 패러다임에서 ‘최소의 국제적 표준’으로의 

변화의 이정표로 간주된다. 멕시코는 해외기업과의 분쟁에서 민족적 수준의 사법부를 해외

50) NAFTA 사무국. https://www.nafta-sec-alena.org/Home/Dispute-Settlement/Decisions-and-Reports(접속

일 2018년 9월 2일). 

51) 11장의 최종 판결은 비록 구속력이 있더라도 일방적 보복을 통해서만 강제될 수 있다. 판결이 정부에 

의해 무시될 때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다시 20장의 분쟁해결기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19장의 규

정에서는 패널이 개별 행정부의 최종 결정을 취하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 패널은 최종 결정들이 국내 

입법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와 부합하지 않으면 적절한 행위자를 찾아 이를 재고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Morales, 2008: 54-59).   

52) 칼보 독트린은 19세기 이래 주권국가들 사이의 절대적 평등과 내국인과 외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취

해왔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이 조항은 유럽·미국의 위협 하에 있었던 라틴아메리카와 멕시코에 보

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조항이며, 멕시코 헌법에도 여전히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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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대체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혼종적인 법체계들이 공존하게 되었

다. 이후 여타 국가들과 NA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투자

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는 법적 공간을 허용했다. 해외투자자는 국제적 중재와 

멕시코 국내 사법부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통일된 사회적 규제의 

행위자로서 민족국가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Zamora, 1997).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다루는 19장은 NAFTA에서 가장 정교한 분쟁해결기제를 포함한다. 

특히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개별 국가의 규칙, 법 절차가 보호주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다. 19장은 네 개의 대안적 분쟁해결기제를 구성했는데, 그 중 둘

이 유사-사법적 결정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른 둘은 20장과 유사한 협상기제의 기능을 한

다.53) 시장 행위자들은 19장의 1904조에 따라 패널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패널의 개설

은 11장과 달리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19장에는 특별이의신청위원회(Extraordinary 

Challenge Committee: ECC)라는 두 번째 중재기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다른 장들과 달리 

19장에서는 최종 중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이의신청을 막는 

보호장치와 패널 기제들이 1904조, 1905조 등에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있다(Morales, 2008: 

61-69). 

이처럼 세밀한 규칙에 기반한 대안적 분쟁해결기제들은 이 장치들이 정치적 동인이 아니

라 규칙에 근거한다는 것을 통해 신뢰성을 얻는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시장행위자들에

게 우위를 줌으로써 정부를 규율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특히 사적 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11장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때로는 이러한 규칙들로 인해 공공정책의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인 1997년 

Metalclad社의 멕시코 정부 소송사례는 정부의 환경정책을 변경시키기도 했다(Knight et al., 

2014:73). 

요컨대 NAFTA에서는 무역, 투자, 노동·환경 등의 쟁점에 있어서 규칙기반의 지역화와 

동시에 통치 권위의 이전, 즉 국가중심 행위자들로부터 비국가행위자들로의 ‘권위의 민영화’

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의 재배치는 한편으로는 국가 수준의 사법적 관할에

서 국제적 중재로의 권위의 이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개인, 민간투자자, 

기업으로의 권위의 이전을 수반한다. NAFTA는 다차원적인 행위자들, 즉 기업, 시민사회단

53) 19장에서는 단순한 관세혜택의 유예로부터 19장의 무효화 또는 전체 협정의 철회에 이르까지 다양한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도 보복조치의 선택을 위한 패널들이 선택되고 이들에

게 타협에 이를 수 있는 협상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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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지역적 수준의 다자적인 제도적 장치가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협정에 기입된 규칙들이다. 다시 말해 NAFTA라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경

제적 공간에서는 모두가 규칙을 따르는 계약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NAFTA의 규칙-기반 지

역화라는 특성은 1990년대 이후 ‘세계-정치의 법률화’(Aboot, 2000)를 보여주는 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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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향하는 가치/목적 ② 규율영역: 기준의 설정 ③ 갈등관리, 권위의 소재, 그리고 집행 

I. 
본협정문

(무역과투자)

- 시장접근성 강화
- 효율적 시장의 무역 창출을 통한 이
익 증대
- 시장지향적 개혁의 증진
- 생산성 증진과 후생 증대 

a. 국가간 무역 
- 관세의 단계적 폐지
-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폐지
- 서비스의 탈규제
- 재산권 보호
- 정부 조달
- 부문별 특화: 자동차, 농업, 에너지 

- 법인 기반 권리의 강화와 보호
-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b. 국가간 투자 
- 내국민 대우
- 법적 규제 철폐
- 공영징수의 경우 표준적 원칙

- 거래비용의 감소
- 무역 행위자들의 투명성

c. 불공정 무역규제
- 덤핑
-보조금 ``````

II. 
부속협정

(사회적영역)
- 노동 또는 환경적 ‘덤핑’의 회피

d. 환경 
- 국내입법준수에 대한 ‘지속적 실패’ 지양 
e. 노동
- 국내입법 준수에 대한 ‘지속적 실패’ 지양 
1) 보건 및 안전 표준
2) 아동(노동)
3) 최저임금 

<표 3-3> NAFTA체제와 분쟁해결절차(Morales, 2008: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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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NAFTA 지역통합의 사회적 동학 

1. 지역통합의 쟁점으로서 개발격차와 사회적 의제

1) NAFTA 이후 미국-멕시코의 개발격차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의미가 컸다. 1987

년 미-캐나다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을 

향유하고 있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멕시코는 1980년대가 되어

서야 수입대체 공업화 모형에서 개방경제로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10년’ 동안 외

채를 재협상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1994년 NAFTA를 체결하였을 

때 많은 이들은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이 특히 멕시코 경제를 성장시키고 북미의 선진국과의 

경제적 수렴을 이끄는 대륙적 규모의 경제통합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자유무역의 옹호자에 따르면,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

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가 결합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NAFTA 회원국 간의 개발격차는 지역 내에서 자유무역의 조건들이 

확산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런 관점은 민족적 차원의 새로운 발전 정책

의 형성을 통해 국가별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을 통

해 개별 구성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NAFTA 체결 당시 멕시코 살리나스 정부는 NAFTA가 단순히 미국, 캐나다 시장으로의 수

출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증대,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을 앞당기리라 기대했다. 살리나스는 NAFTA가 멕시코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상품

을 수출”하게 하고, 멕시코가 “제1세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견하였다. 미국에서

는 NAFTA지지자들은 NAFTA로 인해 미국의 고용 또한 증대될 것이며, 미국 소비자들은 싼 

수입품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보았다. 심지어 NAFTA 비판자들조차 미국의 산업과 일자

리가 멕시코로 이전될 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Blecker and Equivel, 

2010;2013).

그러나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후 멕시코는 심각한 페소위기에 빠져들었던 반면 미국

과 캐나다는 상당기간 지속된 호황을 향유하였다. 결과적으로 페소위기는 멕시코의 해외수

출 경쟁력을 상승시켰지만 멕시코 공용 문제를 해결하지도, 실질임금의 인상을 이끌지도 못

했으며, 이민의 흐름도 줄이지 못했으며, 장기적인 성장률을 향상시키지도 못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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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는 멕시코가 미국 시장에 힘입어 1994-5년, 2008-9년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

으며, 1996-2000년에는 미국 ‘신경제’에 기대어 잠깐의 호황도 있었다. 그러나 ‘NAFTA 이후’ 

상대적으로 저발전인 멕시코와 발전된 미국·캐나다의 격차는 축소되지 않았다. 또한 

NAFTA 회원국내에서 임금과 소득 분배의 차이도 심화되었다는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Blecker and Equivel, 2013; Hussain and Dominguez, 2015: 6). 

그런데 적어도 통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개발격차 해소의 개선 또

는 경제적 수렴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은 미국과 멕시코 GDP 사이의 비율을 표시한 것

이다. 1인당 GDP, 노동자 1인당 GDP, 근로시간당 GDP 어느 것도 NAFTA 체결 이후 개선

되지 않았다. 오히려 1980년대 이후 모든 수치들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30% 수준에서 안

정화되었다. 이러한 비율의 하락은 절대적 기준에서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

다. 미국 대비 멕시코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던 1981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1인당 

GDP는 29,467.2달러였으며, 멕시코의 1인당 GDP는 13,291달러로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약 16,176달러의 차이를 보였는데, 2014년에는  미국 1인당 GDP는 51,620달러, 멕시코는 

15,746달러로 약 35,784달러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림에서 보듯이,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제조업 분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낄라도라 제조업과 미국 제조업

의 실질임금 차이는 현격하다. 이러한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NAFTA 지역경제통

합을 통한 경제적 수렴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6> 미국 대비 멕시코 GDP 비율 

출처: Penn World Table ver.9.0. 재구성, https://www.rug.nl/ggdc/productivity/pwt/, 검색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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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멕시코 마낄라도라와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실질임금 

출처: Menoza, 2010: 60 자료 재구성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수렴의 결여가 NAFTA 이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

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Blecker and Esquivel(2013)에 따르면 원유이외의 미국 

수입품 중 멕시코 상품의 비중은 1987 4.5%, 1993년 6.7%에서 2000년에는 11.4%, 2010년

에는 12.8%로 늘어났다. 비율로 보면 1987-1993년까지 13.9%,  NAFTA이후 1993-2000년 

동안 19.5%의 성장률을 보였다. 물론 2000-2010년 사이에 무역 성장률은 4.9%로 둔화되었

는데, 이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다. 그림<3-1>,<3-2>,<3-3>에서 보았듯이 멕시코 수·

출입의 대미 의존도는 높지만 지속적인 대미 수출과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양

국간 개발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그림에서 보듯이 멕시코에 대한 미국투자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멕시코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림 3-8> 멕시코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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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AFTA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는 멕시코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였지만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도시와 농촌에서 일일생계비 2달러와 1.5달

러 미만의 극빈곤층은 NAFTA 직전 멕시코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 40%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후 상황이 개선되어 그 비중이 2006년 

14%, 2008년 18%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일 생계비 4달러와 2.7달러 

미만이 일반 빈곤층도 1995년 68%에서 2006년 43%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숙련·비숙련 노동의 임금격차는 멕시코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북부와 남부의 소득격

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NAFTA의 경제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

역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 집중되었고 NAFTA의 잠재적·장기적 혜택을 실현하는 데

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배찬권 외, 2012: 41-57).

미국과 멕시코의 개발격차 해소가 부진한 이유는 1995년 페소위기, 2000년대 이후 미국 

경기후퇴, 중국 제조업의 성장, 구조조정의 실패 등에도 기인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불완

전한 경제개혁과 성장동력 결여 같은 멕시코의 내부적 요인이다. 멕시코는 민영화와 규제철

폐 등을 통해 성장엔진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했

다. 은행과 고속도로의 민영화는 매우 부실했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대기업은 기술

혁신보다는 지대추구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에 집중했다. 또한 무역자유화로 인한 국내기업

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였고 이는 멕시코의 취약한 은행시스템

과 맞물려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경기상황과 무관한 재정건전 

정책과 멕시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다양한 경제정책의 여지를 봉쇄하였고 

멕시코 경제가 외부적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구조를 갖게 만들었다(배찬권 외, 2012; 

Blecker and Esquivel, 2013: 27-29).

결론적으로 볼 때 NAFTA는 투자와 무역의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으나, 고용, 소득 분

배 성장 등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역경제통합이 달성해야 할 회원국 사이의 ‘개발격

차’ 해소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개발, 산업정책 공조, 지역협

력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 경쟁력 있는 환율의 유지 등 회원국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도 추

진되지 않았다. 또 MERCOSUR에서 확립된 구조조정수렴 기금 같은 지역적 재분배 기제도 

NAFTA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요컨대 NAFTA 회원국들은 의 자유무역 조치의 영향을 방어

할 사회안전망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지역적 협력 또한 사실상 부재했던 것이다(Blecker and 

Esquivel, 2013). 

이 같은 ‘사회적 영역’의 부재는 NAFTA 지역경제통합의 기본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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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으로서 NAFTA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 내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확산을 통해 개발격차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적 또는 민족적 발전전략이나 산업정책을 기각한다. 대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 활동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강조된다. 달리 말

해 시장이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기제인 것이다. 그 결과 시장에서 온전히 유통되기 힘든 

‘비시장적 요소들’은 통상적인 자유시장 규칙이나 독자적인 개발협력 계획이 아니라 별도의 

규칙, 즉 ‘부속협정’이라는 형태로 협정 내에 삽입된다. 

(2) ‘비시장적 요소’로서 노동과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규칙에 기반한 투자 및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NAFTA는 노동자, 농민, 기업가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1990년대 초 NAFTA의 추진과정에서

부터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었는데 

특히 미국은 주된 논쟁의 전장이 되었다. 이는 캐나다의 경우 이미 1988년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고 멕시코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부가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를 제한했기 때문이었다(Conroy  and Glasmier, 1993).54)

NAFTA 지지세력 NAFTA 반대세력 

미
국

․주요사업자단체(제조업자협회, 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미주위원회, 해외무
역위원회, 자동차부품업자회 등)
․공화당 의원들
․콩, 옥수수 곡물업자; 미국농업국연맹
․소비자단체와 소수 환경단체(전국야생연맹 
등)
․히스패닉계

․조직노동(AFL-CIO)
․대다수 민주당 의원
․과수‧화훼업자; 설탕‧낙농‧면화‧땅콩재배업자; 
전국농민연합 등
․환경단체(그린피스, 시에라클럽 등)
․극좌‧극우 지도자(Ross Perot, Jess Jackson, 
Patrick Buchanan 등) 

멕
시
코

․대기업들과 외국자본, 사용자단체들
․마낄라도라 기업들
․제도혁명당(PRI)
․북부의 과수‧화훼업자
․조합주의적 조직노동자(CTM)
․중간층 소비자들 

․내수지향의 중소기업들
․옥수수, 콩 등 곡물생산 농민들
․소수의 독립노동자 단체들
․카르데나스의 민중혁명당(PRD)

<표 3-4> NAFTA 협정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정진영, 1998:11 재인용) 

54) 사실 멕시코의 정부와 초국적 기업은 미국 내에서 NAFTA의 비준을 위한 로비를 벌였다. 멕시코 내에

서 NAFTA의 주된 반대자들은 지배연합의 외부에 존재했기 때문에 전국적 수준의 정치적 논란을 이끌지 

못했다(백창재, 1996; Poitrass and Robinson 199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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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로 요약된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협정 찬반세력을 보면, 양국 모두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다국적화된 자본은 NAFTA를 지지했다. 농업생산자

들은 양국 모두 재배 작물에 따라 입장이 나뉘었다. 노동의 경우 미국 조직노동자들은 반대

하였으나 멕시코 노동자들은 정부를 지지했다. 주로 미국에 포진해 있던 환경단체들은 대체

로 반대 입장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계 인구는 NAFTA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력을 형성했다. 주요 정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주요 지지기반의 입장을 반영해서 상이

한 태도를 보였던 반면, 로스 페로 같은 인민주의적 정치지도자는 미국의 국익을 침해한다

는 입장에서 NAFTA에 반대했다. 결국 미국 내에서 NAFTA 지지세력은 사업자 단체들을 중

심으로 ‘무역확대동맹’(Coalition for Trade Expansion)을 결성하여 NAFTA 지지 로비를 벌였

고, 반대세력은 노동조직을 중심으로 ‘시민무역캠페인’(Citizen Trade campaign)을 전개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NAFTA에 대한 반대를 주도했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그리고 ‘세계적 

정의’(global justice) 활동가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개발격차에 주목했다. 이들은 멕시코의 저

임금과 낮은 환경보호수준이 낮은 생산비용을 찾는 미국기업을 멕시코로 이전시킬 것이며 

그 결과 미국에서는 실업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환경기준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Destler, 2005: 220). 역으로 NAFTA는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을 지속시키고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 정의’(global justice)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러한 산업적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미국·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의 개발격차는 결국 

멕시코 빈곤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Duina, 2006: 39). 이 같은 입장에서 이들

은 지역통합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고 그것을 반영한 노동표준과 환경표준을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NAFTA를 비롯한 세계화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 적어도 적절한 수준

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제어할 필요성

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96; Destler, 2005: 253-273; 

Graubart, 2008: 4-5).

부시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신속처리’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노동‧환경 쟁점에 사회

적 압력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부시는 구조조정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 프로

그램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대한 환경계획을 지지하며 NAFTA의 본 협정에 국제환경조

약을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Graubart, 2008: 5). 이는 대미수출용 멕시코 제품이 미국의 환

경표준을 준수하게 만들 것이라는 함의를 가졌다. 또한 과채류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

의 무역자유화는 15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다. 섬유, 의류, 자

동차 및 부품에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역외 국가들이 NAFTA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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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단하기로 하였다(정진영, 1998: 106-111). 

미국 내에서 NAFTA 체결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NAFTA 비준이 1992년 대통령 

선거일정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새로운 민주당’을 표방한 클린턴은 시장과 자

유무역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자리, 노동권, 환경표준 등에 관한 핵심 

민주당 유권자의 우려도 불식시키려 했다.55)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은 미국이 환경 및 노동

에 관한 추가적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NAFTA를 지지했다. 1992년 말에 정부는 

NAFTA 협상을 완료했고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NAFTA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았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통령이 노동‧환경에 관한 부속협정을 협상하도록 밀어붙였다

(Graubart, 2008: 5-6). 그리고 1993년 9월에 미국 정부는 노동 및 환경 관련 부속협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클린턴은 NAFTA를 둘러싼 쟁점을 재정의하고 미국의 미래와 경제

개혁을 위한 것으로 NAFTA를 선전했다. 결국 NAFTA는 미하원에서 234대 200으로 비준된 

이후 상원에서 61대 38의 투표로 비준되었다(정진영, 1998; 스미스, 2010). 

NAFTA 체결 이후에도 노동‧환경표준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공공시민

(Public Citizen)에 의해 조직된 광범위한 시민연합 단체들은 NAFTA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노동과 환경에 대한 표준이 부속협정이 아니라 무역제재를 통해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게다가 NAFTA 부속협정의 부실한 이행으로 인해 NAFTA를 지지한 주류 환경단체들

도 반대로 돌아섰다.56) 환경주의자들은 특히 투자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NAFTA 11조가 

개별국가의 환경 규제를 위협한다고 여겼다. 1997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국의 대멕시코 

적자를 배경으로 공공시민,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시에라클럽 등은 �

실패한 실험: NAFTA 3년�이라는 부정적 보고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2기 클린튼 행정부의 자유무역정책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애틀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Destler, 2005: 253-273; Graubart, 2008)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경제통합의 부정적 결과가 일종의 ‘사회계약’에 대한 위협이라

고 여겨진 결과이다. 20세기 동안 미국의 자유주의자와 개혁주의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내세

워 자본주의를 제어하려하였으며 미국의 노동운동은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55) 당시 AFL-CIO를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들은 NAFTA를 노동자에 대한 민주당의 충성도를 평가할 시금

석으로 간주하면서 NAFTA에 대한 거센 반대를 조직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지지기반이었던 히스패닉계

는 NAFTA체결을 강력히 지지했다.  

56)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환경주의자들도 NA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방했다. 이는 특히  

NAFTA에 의해 부과된 시장규율이 캐나다의 환경정책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즉 캐나다는 환경정책

에 있어 일종의 글로벌 리더였으나 1997년 적극 지지하였던 교토 협약을 2011년 철회함으로써 교토협정

을 비준하였다가 철회한 유일한 국가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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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권력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환경주의자들은 뒤늦게 등장하였지만, 이들 양자는 모

두 NAFTA를 계기로 노동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정책과 정치적 균형에 반영하

고자 하였다.  사적 기업에게 있어 경제적 성장이 최고의 목적이지만, 소득의 불평등과 노

동조건의 악화, 환경의 파괴는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Destler, 2005).

이처럼 체결 당시부터 NAFTA는 노동단체와 환경단체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는 여타 노동과 환경이 NAFTA의 ‘자유시장 규칙’에 쉽게 포괄될 수 없는 ‘비시장적 요소’였

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캐나다와 멕시코의 개발격차는 이 같은 비시장적 요소에 대한 자유

무역의 충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 때문에 NAFTA에 대한 반

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의’(justice)나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었다. 결국 이들 

요소는 NAFTA 부속협정의 규칙 속으로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가 무역·투자 

협정들과 연계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사회적 유럽’ 모형과는 구별되는 NAFTA의 고유한 

‘사회적 모형’이 되었다(Graubart, 2008: 8). 노동과 환경 의제는 부속협정의 규칙에 따라 지

역적 차원의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지역적인 차원의 사회적 동학이 창출되

었다. 물론 지역통합의 차원에서는 지역통합의 물리적 경계의 문제, 즉 국경지대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결국 노동과 환경의 문제로 수렴된다.    

2. 사회적 의제의 규칙으로의 치환

(1) 노동‧환경 부속협정과 사회적 의제의 규칙화

NAFTA의 전문은 무역과 경제적 이해에 관한 것과 자연보호, 공공복지, 지속가능발전, 환

경보호의 준수,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 등 노동·환경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57) NAFTA의 

창설과정에서 전개된 노동과 환경에 대한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NAFTA는 이러한 문제를 다

루는 지역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역적 수준의 권리헌장을 협정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회원국의 국내법 상 규정된 노동 및 환경 관련 입법사항을 부속협정의 형태로 수렴‧치환했

다. 그 결과가 바로 2개의 부속협정, 즉 노동협력에 대한 북미협정(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과 환경협력에 대한 북미협정(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NAAEC)이었다. 이들 부속협정은 NAFTA 본 협정

57)https://www.nafta-sec-alena.org/Home/Texts-of-the-Agreement/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 

mvid=1&secid=b5b817ee-c48a-4dda-b8d9-c4564e34ac4b. 검색일: 2018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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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마찬가지로 노동·환경과 관련된 분쟁해소방안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확립했다. 

두 개의 부속협정은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논쟁과 비판세력의 요

구를 반영한 결과물로서 세 회원국 입장에서는 NAFTA를 체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일

종의 비용이기도 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에 대한 일종의 양보로서 협정은 지역적 표

준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각 정부는 국내의 노동 및 환경표준을 지역적 감독에 종속시켜

야 했다(Graubart, 2008: 6). 이로 인해 멕시코는 자국의 환경입법에 있어 ‘지속적인 실패’가 

있을 경우 제재나  과징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최저임금, 작업장 안전, 아동노동 등에 

대한 입법에 마찬가지였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거부했지만, 환

경·노동 표준이 부합하지 못한다는 어떤 청원도 국내 법정에서 다루는 것에 동의하였다

(Morales, 2008: 36, 53-54). 

두 개의 부속협정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다. 이들 협정은 ‘부속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확립된 사회적 기구들은 주요 상업적 기구들과는 분리되어 있으

며, 자문과 구속력이 없는 원리들에 초점을 맞춘다(Graubart, 2008: 19). NAALC와 NAAEC

는 각각 노동협력위원회와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 3개

국 장관급 대표에 의해 감독되며, 독립적인 사무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두 위원회의 사

무국은 3국의 노동‧환경표준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나 시민청원에 대한 검토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형식적 유사성을 넘어서면 두 부속협정의 제도적 장치는 그 실행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NAALC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도적 장치를 갖는다. 노동협력 사무국은 환경협력 

사무국에 비해 훨씬 자원이 부족하며, 그 활동도 지역 내 노동관련 추세에 관한 정부의 수

집 및 발간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NAAEC 내 시민자문기구인 합동공공자문위원회(Joint 

Public Advisory Committee, JPAC) 같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조사권한은 3국 노

동부 내에 각자 설치된 전국행정위원회(NAO)에 부여된다. 각국의 전국행정위원회는 그 나

라의 행정기구로서 다른 나라 정부가 자국 노동법을 강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패’에 대한 시민청원을 각자 검토한다. NAALC는 또한 국내 노동법의 강제가 무역과 관

련된 ‘지속적 실패’를 낳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갖는다. 환경협약과 마찬가지로 행동계획을 확립하는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다. 제재가 가능한 쟁점은 건강과 안전, 최저임금, 아동노동으로 제한된다. 이 같

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NAFTA의 노동협력은 여전히 개별 민족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

는 것처럼 보인다(Hufbauer and Schott, 2005: 119-183; Hussain and Dominguez,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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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8; Graubart, 2008: 7). 

대조적으로 환경협력 사무국은 더 자율적이고 더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 그들은 광범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확산시킨다. 또한 그들은 회원국 정부가 국내 환경법을 강제함

으로써 일정한 실패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나 비정부기구로부터의 청원을 검토한다. 

NAAEC의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특징은 합동공공자문위원회(Joint Public Advisory 

Committee, JPAC)의 창설에 있다. JPAC는 개별국가들로부터 5명씩 총 15명의 환경단체, 학

계, 기업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이들의 임무는 광범위한 시민들

을 사무국 및 환경장관위원회와의 소통과정에 참여시켜서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여

기에도 국가 대 국가 분쟁조정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다른 정부에 

불이행에 관한 불만을 전달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중재패널

이 형성될 수 있다. 중재패널은 ‘행동계획’을 확립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환경법

의 효과적 강제에 대한 ‘지속적 실패’에 관련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JPAC 같은 

제도적 혁신으로 NAAEC는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영향에 민감하며 지역적 수준에서 초민

족적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Graubart, 2008: 7). 

두 부속협정의 제도적 구조의 차이는 멕시코와 미국‧캐나다의 개발격차에 대한 인식과 협

정체결 당시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기인했다. 노동조합운동과 노동협약의 연계보다 환경운

동과 환경협약의 연계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협약에서 더 강한 지역

적 사무국을 밀어붙였다.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과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을 포함한 몇몇 환경집단은 환경에 대한 우려를 수용할 경우 NAFTA를 지지

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노동운동은 NAFTA를 강하게 반대했으며 캐나다, 멕시코, 

또는 하원의 공화당원들이 미국 노동운동에 대폭의 양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컸다.58) 결국 클린턴은 환경에 대한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환경단체를 협상과정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역으로 이에 반발한 미국노총(AFL-CIO)는 협상참여에 열의를 보이지 않

았다(Graubart, 2008: 7). 게다가 마낄라도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온 미국의 기업들도 강력한 지역적 감독기구를 원하지 않았다. 

멕시코를 오래 동안 통치해온 제도혁명당(IRP)는 3개국 별도의 정부통제 감독기관을 고집

했다. 그들은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갖는 자율적인 지역적 기관은 멕시코노동자연맹(CTM) 

같은 노동조합과의 오랜 후원-수혜관계에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59) 유사한 이유에

58) 클린턴 행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헌장이 포함되지 않거나 제재 또는 강제조항이 없는 부속협정

으로는 조직화된 노동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양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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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도혁명당은 결사권과 단체교섭권 같은 노동조합 쟁점이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 과정

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raubart, 2008:7). 특히 멕시코는 노동과 관련된 지역적 

차원의 구속력 있는 개입이 민족적 주권에 대한 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타협책으로 개별 국가의 노동부 내에 시민청원을 다루는 전국행정청(NAO)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 개별국가를 감시하는 초민족적 기구의 가능성은 사라졌으며, 

NAALC는 개별 회원국의 노동입법 준수를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양자적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했다.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벌금

과 무역혜택의 유예가 잠재적인 강제수단이었다. 물론 개별국가의 NAO는 여타 회원국의 

노동법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NAO는 본질적으로 민족적 제도였으며 타국의 노

동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결정은 대단한 주의를 요구했다(Hufbauer and Schott, 2005: 

121-122; Hussain and Dominguez, 2015: 113-128).60)

노동·환경 부속협정은 대부분 미국 내부의 기준에 근거하며 미 의회의 승인을 위한 타

협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분쟁해결 과정에서 배심

원의 검토가능성이 모호하고 제한적이다. 배심원이 노동·환경 입법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지속적인 실패’가 목도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이 모호했다. ‘지속적 실

패’에 대한 규정은 NAALC와 NAAEC의 사무국과 위원회에 의해 사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Riseman and Wiedman, 1995: 30-34). 이 때문에 부속협정에서 표방된 사회적 가치들

은 단순한 규범적 선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NAFTA는 노동‧환경 쟁점에 대한 분쟁해결기제나 제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분쟁해결기구에 ‘시민청원’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의제를 제

기하고 국내적‧지역적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민청원은 

NAFTA 회원국 내에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협력을 증진시킨다. 청원자들은 한 회원국의 표

준위반을 다른 회원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결과 그들은 직접적 증거 수집과 해당지역 조

59) 멕시코는 1917년 헌법 123조에 기반하여 아메리카에서 가장 진보적인 노동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

만 그 실행은 거의 미미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조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제도혁명당은 

초민족적 기구나 정부간 기구가 자신들의 노동관행을 감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60) NAO는 노동표준의 ‘지속적 실패’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공공리포트를 발간한다.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장관급 자문위원회가 이어진다. 보건과 안전, 아동노동,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에는 패널 중재가 

열린다. 패널중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징금이나 무역제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조처가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의 경우는 국내 제도에 대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선호된

다. 예외적 경우에만 중재패널을 거쳐 장관급회담에서 투표를 통해 정해지지만, 이 정도의 경미한 ‘주권

의 양도’도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McKinney, 2000: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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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위해 타국의 지지세력의 협력과 지원을 얻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분쟁해결’이라는 형

식적 절차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 즉 초민족적 시민청원에 개방된 쟁점의 범위는 유럽

연합이 제공되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동‧환경 부속협정에 의해 확립된 

제도들은 NAFTA에 고유한 ‘사회적 모형’을 제공하며 지역 내에서 노동‧환경 쟁점을 둘러싼 

‘정치’는 고유한 사회적 동학을 가지고 전개된다(Graubart, 2008: 19; 62-63).  

(2) 노동부속협정과 시민청원의 사회적 동학: 제도적 한계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은  ‘노동조건과 생계기준을 향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별회원

국의 노동법에 의해 효율적 강제와 법 준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61)그러나 제도적인 측면

에서 볼 때, 개별 회원국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국내 노동표준을 확립할 권리를 갖는다. 다

만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표준을 차용한 11개의 노동원칙(①결사의 자유 ②단체

교섭권 ③파업권 ④강제노동 금지 ⑤아동‧청소년노동 보호 ⑥최저 고용기준 ⑦고용차별 철

폐 ⑧남녀 동일임금 ⑨산업재해 예방 ⑩산업재해 보상 ⑪이주노동자 보호)을 준수해야만 한

다(허재준, 2006: 48).62)

이 원칙들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노동부속협정에서 규

정된 11개의 원칙은 그것의 실행기관과 관련해서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NAO 검토 및 장관급 감독만 행해진다. 여기에는 11개의 노동원칙 중 ①결사의 자유 ②단

체교섭권 ③파업권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단계는 NAO 검토, 장관 자문, 전문가위원회 평

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④강제노동의 금지 ⑧남녀 동일임금 ⑦고용차별의 철폐 ⑩산업

재해 보상 ⑪이주노동자 보호 등이 다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NAO 검토, 장관 자문, 평

가와 중재, 그리고 금전적 제재까지 포함하는데 ⑤ 아동‧청소년노동 보호 ⑥최저 고용기준 

⑨산업재해 예방 등을 다룬다. 이렇게 볼 때, 결국 3단계까지 진행되는 세 조항만이 사법적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3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다(Hufbauer and 

61) 우선 NAALC 1조는 부속협정의 목표를 1) 근로조건 및 삶의 질의 개선, 2) 노동원칙의 증진 3) 생산성 

혁신 4) 각국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한 정보교환 5) 상호호혜에 기반한 노동관련 활동

의 협력 추구 6) 회원국에서 노동입법의 효과적 집행과 준수 7) 노동법 관련 행정의 투명성 증진 등으

로 규정한다. 협정의 두 번째 부분은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며, 세 번

째 부분은 노동협력위원회(CLC)와 국가행정청(NAO)의 구조‧권한‧절차 등을 논의한다. 네 번째 부분은 협

력과 평가의 제도적 기제를 설명하고 다섯 번째 부분은 노동표준의 ‘지속적’ 불이행에 대한 분쟁해소기제

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 출처 : 미 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dol.gov/ilab/reports/pdf/naalc.htm, 접

속일: 2018.10.07) 

62)  자료 출처 : 미 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dol.gov/ilab/reports/pdf/naalc.htm, 접속일: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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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tt, 2005: 123; Hussain and Dominguez, 2015: 118-121).    

시민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국에 위치한 전국행정청(NAO)은 노동협력위원회 사무

국과 각국의 노동부를 연결하는 창구로 기능한다. 그런데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은 각국 

NAO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캐나다 NAO의 경우 협정에 규정된 최대한의 범위까지 노동기준을 확대하려 하

며, 미국 NAO는 협정을 확대해석하거나 독자조사를 벌이지 않지만 시민청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청원에 대한 사실적 보

고만을 수행한다. NAO가 청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조치는 보고서 작성

을 위한 장관자문 요청이라고 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국은 전문가평가

위원회(Evaluation Committee of Experts, ECE)를 요청할 수 있다. ECE에서도 해소되지 않

으면 분쟁당사국들은 자문과 중재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징금을 

요청할 수 있다(Hufbauer and Schott, 2005: 123-125). 

<그림 3-9> 노동청원 추이                        단위: 건수

<그림 13>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2018년 현재까지 제기된 노동관련 청원63)은 총 39건으

로 1997-2000년까지 가장 활발했다. NAFTA 협정이 체결된 직후에는 청원에 대한 관심이 

의식적인 지향을 갖는 소수의 노동조합과 노동권 집단에 국한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 내 노

동단체와 시민단체는은 SONY(US NAO submission 94003),  Honeywell & GE(US NAO 

submission 940001, 940002) 등의 기업을 멕시코 내 기본권 침해로 신고하거나 스프린트

63) NAALC 청원 관련 자료출처는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dol.gov/ilab/trade/agreements/ 

naalc.htm, 접속일: 2018.9.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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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t)의 미국 내 노조조직화 방해사례(Mexico NAO submission 9501)를 신고했다.64). 이

들 사례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거나 장관급 자문을 통한 추가적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97-2000년에 청원에 대한 관심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미국노총(AFL-CIO), 캐나

다노동회의(CLC), 그리고 새로운 멕시코 노동자연맹, 즉 전국노동자연합(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UNT)을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자운동 기관들이 멕시코에서 독립적인 노조조직

화와 미국 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같은 정치적 투쟁을 촉진하기 위해 북미노동협

력협정(NAALC)의 청원을 정교한 방식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시민청원에 대한 

관심은 급속하게 하락했다(Graubart, 2008: 61).

청원의 대상국가는 캐나다 2건, 미국 12건, 멕시코 25건이며 미국의 NAO가 담당한 총 

23건 청원 중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멕시코를 대상으로 했다. 멕시코가 대상국가로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NAFTA내 회원국 간의 개발격차는 노동권의 격차를 낳

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멕시코 NAO가 담당한 총 10건의 청원은 모두 미국을 대상국가로 

했다. 제기된 39건의 청원 중 33.3%가 검토가 거부되거나 청원이 철회되었다(그림 참고). 

그리고 제기된 청원들에 관련된 노동원칙은 결사의 자유가 가장 많았다. 이는 청원의 1단계

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림 3-10> 노동청원들의 진행 현황

64) 자료출처 : https://www.dol.gov/ilab/trade/agreements/naalc.htm. 물론 스프린트(Sprint) 사례의 경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고서가 제출되고, 미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 Board, NLRB)가 

해고노동자 복직과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스프리트가 이후 항소하여 재정적 이유로 

인한 공장폐쇄에 대해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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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노동청원의 관련 현안

따라서 노동표준을 둘러싼 시민청원에서 강제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없다. 또 실제로 

진행된 청원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협소했다. 게다가 2007-8년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노

동부속협정의 강화는 시기를 놓친 듯이 보인다. 또한 노동 관련 현안들은 인구의 이동(이

민)과 회원국내 개발격차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NAFTA틀 내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없었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119). ‘비시장적 요소’로서 노동을 둘러싼 

규칙의 이행은 여전히 민족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청원으로 대표되는 

초민족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지속적 ‘정치화’와 ‘북미노동시장 통합’의 가능성은 2008

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Graubart, 2008; Hussain and Dominguez, 2015: 

113-128). 

(3) 환경부속협정과 시민청원의 사회적 동학: 비정부행위자 강화의 가능성  

NAFTA의 환경부속협정은 각국의 환경관련 기관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역과 

환경의 통합문제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이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등과 같은 유수의 미국 

환경조직들은 노동조합보다 NAFTA 협상 초기부터 협상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지역적 환경의제를 내세우게 강제했다. 그 결과 NAFTA는 여타 무역협정

과 달리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상위의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무역자유화 목표를 배치했다. 

또한 환경부속협정, 북미환경협력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AAEC)의 제도적 구조 내에는 합동공공자문회원회(JPAC)라는 형태로 시민사

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Graubart, 2008: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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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EC 1조는 부속협정의 목적을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개선과 보호, 환경과 경

제정책의 상호협력 속의 지속가능발전,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보존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증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65). 이러한 목적을 위해 NAAEC는 노동협정과 마찬가

지로 협력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였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초민족적인 독립적 기구가 아

니다.66) 환경협력위원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제도적 조직은 합동공공자문위원회(Joint 

Public Advisory Committee, JPAC)이다. JPAC는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독

립적 기구로서 NAAEC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도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 역할은 공

공적 이해를 위해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JPAC의 위원들은 회원국 정부로부터 

선출되지만 15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JPAC는 북미대륙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

해 노력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JPAC는 생태계보호와 지속가능한 결제 발전에 있어 대륙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에 더하여 CEC활동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Graubart, 2008: 101-103; Hussain and Dominguez, 2015: 98). 

사무국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13조에서 15조는 사무국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

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14조는 어떤 개인이나 NGO 단체

들도 “효과적으로 회원국의 환경법을 집행함에 있어 실패”할 경우 해당 국가에 의사를 표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67). 사실 이 조항들은 무역과의 연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칙적

으로 그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다. 사무국은 제기된 청원이 1) 특정 회사의 법적 위반보다는 

해당국가의 환경법 집행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가, 2) 검토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는가  3) 활용가능한 국내적 대처방안을 추구했고 해당국가와 의사소통을 했는가? 4) 

환경 또는 보건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가? 등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해

당 국가에게 답변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사무국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민원을 넣은 주

체, 청원대상, JPAC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사실기록(factual record)을 제공

한다. 사실기록은 어떤 결론이나 권고도 없지만 민원과 관련된 청원과 관련된 환경 문제의 

65) 협정문의 1부 주요목적에는 그 밖에도 NAFTA의 환경적 목표 지원, 무역왜곡이나 새로운 무역장벽의 

방지, 환경법·규제·절차·정책실행의 개선·발전에 대한 협력강화, 환경 규제와 법의 집행을 위한 타

협 증진, 환경법·규제·정책의 발전에서 공공참여와 투명성 증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

경적 수단의 증진, 오염 방지 정책 및 실행의 증진 등이 포함된다. CEC 홈페이지, 

http://www.cec.org/about-us/ NAAEC, 접속일:2018.10.10

66) 환경협력위원회의 재원은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환경부, 멕시코는 환경자원부(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미국은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67) CEC 홈페이지, http://www.cec.org/about-us/NAAEC, 접속일: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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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그리고 있으며, 해당국가의 의무와 법적 강제 등에 대해 다룬다. 이를 통해 사실기

록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국가의 환경입법 집행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2/3의 찬성을 거쳐 공공

에 이를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측은 14조·15조의 규정과, 사실기록을 준

비하라는 위원회의 승인, 이를 공공에 배포하라는 위원회의 승인 등 네 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더하여 NAAEC 23조와 3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대응방안 계획을 제시하고 벌금

을 징수할 수 있는 국가 간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Graubart, 2008: 103-104; Hussain and 

Dominguez, 2015: 95-100; CEC. 2013). 

<그림 3-12> NAAEC의 환경법 집행 문제에 대한 청원(SEM) 절차(CEC, 201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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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부속협정의 주요 목적은 개별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완수하지 못한 

위반 사례나, 이로 인해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림 3-12>에

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절차는 몬트리올의 사무국이나 개별 회원국의 JPAC에 누군가가 청

원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차기 환경장관위원회에서의 의제가 된

다. 여기에서 해결책이 없으면 20일 이내에 패널이 소집되고, 60일 이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 패널은 회원국이 제출한 45명 중에서 5명을 선발하여 구성하며, 패널 보고서는 

60-120일 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180일 이내 재소집된다. 재소집된 

패널은 60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강제적 집행에는 NAFTA 혜택의 중지 또는 금전적 제

재를 포함한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95-100).68) 위반국이 이런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NAAEC의 최종적 단계는 보고서의 발행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AAEC가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에 대해서 하나의 통치기구로 기능하기에는 구

조적 결함이 있다. 우선 앞서 지적하였듯이 개별 회원국들의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규칙

을 제정 또는 승인함에 있어 특별한 지역적 의무 없이 자유롭다. 둘째, 사실기록(factual 

record)의 출판은 투명성 제고와 공공적 기능이 있지만 이에 따른 법적 의무는 없다. 셋째 

개별회원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개별회원국들에 의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약점들로 인해 환경문제에 관련되는 문제는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개

별국가 내에서 효과적인 수단을 발전시킴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Vega-Canovas, 2001). 

<그림 3-13> NAAEC 14조에 따른 청원별 진행 상태 

사실기록이 사실상의 최종단계라고 할 때, <그림 3-13>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8년까지 

68) 금전적 제재는 2천만 달러를 상한으로 하며 위반국의 총무역액의 0.007%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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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원에서 사실기록 공개에 이른 단계의 비율은 24.7% 정도이다69). Gibreath and 

Ferretti(2004)는 2000년 이래 CEC 위원회가 공공보고서와 사실 기록을 검토하거나 발표하

며 있어 주저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사무국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

다. 또한 개별 정부가 사무국의 조사권한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다(Graubart, 2008: 

136). CEC의 청원별 상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이후 청원 건수, 사실기록

이 감소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그림 3-14 참고)70) 사실기록 공개 건수가 적어짐에 따라 환

경 단체들은 민족적 수준에서 환경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민 청원 기제의 역

량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림 3-14> 년도별 청원건수와 해당사례에 대한 사실기록 공개 및 비율

69) 출처: CEC 홈페이지, Submissions status Report-2018.07.25. ARTICLE 14 SUBMISSIONS ON 

ENFORCEMENT MATTERS (Process status as of 25 June 2018), 

http://www.ce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sem-process-status-en.pdf. <그림3-13>,<그림3-14>는 이 

자료에 근거한다. 

70)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48건으로 가장 높은데(그림 참고), 멕시코에서는 생태균형을 위한 일반 법안이나 

환경법호법이 가장 논쟁적이며, 쓰레기 금지에 대한 일반법, 유전자 변형 유기체에 대한 멕시코바이오 

안전법이 포함된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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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NAFTA 출범 이후 년도별 사실기록 발간 추이

출처: CEC 홈페이지, http://www.cec.org/sem -submissions/registry-of-submissions(접속일: 2018.10.06.)

<그림 3-16> 회원국별 제기된 청원 건수

출처: CEC 홈페이지, http://www.cec.org/sem-submissions/registry-of-submissions(검색일: 2018.10.06)(사실기록 

또는 중간 종결 구분 없음). 

NAFTA 부속협정으로서 환경부속협정은 지역 차원에서 환경부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비

교·대조하는 것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이 간과했던 환경 부문에 대한 협력을 신장하였다. 거

의 모든 사례에서 민족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절차상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환경부속협정은 

여타 북미 구상과 달리 애초 기대 이상으로 환경에 관한 협력적 관심을 증대시켰다고 평가

된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95-112). 특히 노동 분야와 달리 환경의제 형성에서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권한이 증대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JPAC의 제도

적 지원 아래 환경주의자들은 법적 절차로 치환된 사회적 영역을 ‘재정치화’하고자 노력했

다. 실제로 시에라법률보호기금(Sierra Legal Defence Fund), 시에라클럽캐나다와 도밍고-구

티에레스-멘디비(Sierra Club Canada and Domingo Gutiérrez Mendivil), 소노란 인권아카데

미(Academia Sonorense de Derechos Humanos) 등 16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시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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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들이 활용하는 규칙기반의 기제들은 NAFTA를 효과적으

로 이용하고자 하는 또 다른 비정부행위자, 즉 기업에 의해서도 동등하게 이용될 수 있다

(Graubart, 2008: 103-137; Hussain and Dominguez, 2015: 95-113). 어쨌든 환경협정은 비

국가 행위자들이 북미지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제공했다. 

3절. 민간주도 개발협력과 규칙을 둘러싼 쟁투

3-1. 비정부행위자들과 사회운동으로서의 개발협력

(1) NAFTA와 비정부행위자들의 협력

NAFTA의 현실에서 국가는 규칙 마련의 원경으로 멀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시장 참여 행위자’ 즉 비정부행위자들이 규칙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NAFTA

지역에서 단순한 ‘위로부터의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지역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2개의 선진국과 1개의 개도국으로 구성된 NAFTA에

서는 전통적 의미의 ‘개발협력’은 아니라 광의의 민간중심의 ‘지역개발협력’의 장을 형성하게 

한다. 

실질적으로 NAFTA 지역에서는 기업, 시민사회 그룹 등 광의의 비정부행위자들의 활동이 

NAFTA 출범에서부터 목도되었고 그 활동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비정부행위자들은 크게 기

업단체들과 여타 시민단체들로 양분된다. 사업자 단체들은 북미지역의 지역적 경제적·사회

적 의제를 형성함에 있어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하며 다자적인 규칙을 따른다. 한편 시민

사회 단체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정책 형성에는 제외

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사회적·민족적 범위 내에서 회원국 사이의 삼자적 협력을 시행

하고자 한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136). 

우선 NAFTA 역내 기업단체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기업차원의 지역적 개발협력보다는 주

로 NAFTA 체결을 위한 로비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NAFTA 협상 체결과 관련하여 초기

에 활발히 활동하였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6년 안보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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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nd Prosperity Partnership)제안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SPP 제안 이후 이들은 북미효율성위원회(North American Competitiveness Council) 등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미주위원회(The Council of the Americas), 미국통상위원회(US 

Chamber of Commerce), 멕시코경쟁력기구(Instituto Mexicano para la Competitividad), 캐

나다최고경영자위원회(the Canadian Council of Chief Executives) 등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기업가 단체들의 NAFTA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은 지역적 접근보다는 개

별회원국 정부에 대한 로비에 집중하였다. 이미 초민족화된 법인에 입장에서는 별도의 삼자

적 기구의 형성보다는 자신의 지역 내 로비가 중요한 것이었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136-138).  

캐나다의 경우 실제로 기업들은 냉전시기 이후 초민족적 기업으로 꾸준히 변모하였으며 

1980년대까지 냉전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의 ‘배태된 자유주의’에 기반한 밀월관계였다. 캐나

다와 미국의 법인 지도자들은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상이 논쟁될 때 캐나다 법인의 리더들

은 미국의 사업협의회(Business Roundtable) 등과 만남을 시작하였다. 캐나다최고경영자위

원회, 안보와 국경간 무역효율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Secure and Trade-Efficient 

Borders), 그리고 친기업적인 씽크탱크인 씨디호연구소(C.D. Howe Institute), 캐나다회의위

원회(Conference Board of Canada) 등이 자유무역의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9.11 이후 캐나다 사업자 단체의 역할은 명백해졌는데 안보와 국경간 효율을 위한 위원

회 등은 보다 심화된 지역통합을 옹호하였다. 캐나다 제조업 및 수출업자 모임(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 캐나다 독립 기업연합(the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캐나다상공회의소(the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그리고 

캐나다-아메리카 국경무역동맹(the Can-Am Border Trade Alliance) 등의 단체는 정부에 대

하여 관세, 국경관리 등을 비롯하여 안보, 수송 인프라 등의 세 영역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Gabriel and Macdonald, 2004: 79-100)  

1980년대 이래 멕시코 기업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의 산업대체재산업에서 수출지향적 산

업으로의 이동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주안점 이동을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멕

시코에서 기업 중심의 민간부문은 북부-해외 지향적이 되어갔으며 대기업 엘리트들과 연계

되었다. 이러한 기업가 계급의 변화는 법인 문화의 발전을 의미하였고 멕시코에서는 더욱 

많은 다국적 기업과의 합병과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법인문화는 경제적 자원의 

부문별 분배에서 있어서의 새로운 분할과 더불어 소수의 새로운 기업가들의 권력 강화를 

가져왔다. 멕시코 정부는 NAFTA 협상과 관련하여 기업단체가 스스로 조직화되기를 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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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민간부문은 해외무역사업가조직협력위원회(the Coordinating 

Council of Foreign Trade Business Organizations, COECE)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국제업무를 위한 멕시코 사업위원회(the Mexican Business Council for International 

Affairs, CEMAI), 국민수출입업자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Importers and Exporters, 

ANIERM)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두 조직은 무역정책을 만들어 냄에 있어 열성적

이었는데, 이들은 1980년대 후반 멕시코의 무역관계를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며 NAFTA 

협상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미효율성위원회(NACC)의 형성과 관련하여 기

업조정협의회(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CCE), 멕시코남성사업자협의회(Consejo 

Mexicano de Hombres de Negocios, CMHN), 산업상공회의소(Confederacion de Camaras 

Industriales, CONCAMIN), 그리고 민간부문경제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Economicos 

del Sector Privado, CEESP) 등은 북미와의 무역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사업협의회가 부시 행정부에게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상을 개시하도록 요청하였

다. 이들은 NAFTA협상 체결을 위한 로비를 벌이고 노동이나 환경과 관련된 강력한 부속협

정에 반대하였다. 친NAFTA진영에 자금과 리더십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노조와 반대로 이들

은 NAFTA 11조를 NAFTA 회원국의 투자 가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아메리카 전역에서 자유무역, 민주주의 및 공개시장을 장려하는 미국 기업 조직인 미주협의

회(Council of Americas) 또한 NAFTA 체결을 위한 로비에 나섰다(Hussain&Dominguez, 

2015:136-138).  이렇듯 비정부행위자로서 기업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투자와 무역을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자신들만의 조직을 형성하고 개별행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한편 노조 또는 사회부문별 조직, 시민단체들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정부행위자들이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사회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비정부행위자들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

만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지속적인 정책 비판과 아울러 NAFTA 내의 규칙을 

정치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제도에 대한 혁신과 기존 제도에 대한 비제도적 도전을 지속

하기 때문이다(Hussain and Dominguez, 2015: 137-138; Graubart, 2008).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주류인 노조는 미국의 경우, 그 조직력과 동원력에서 미국경제에 중

요한 정치적 힘을 대변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과 2007-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노조의 비율은 1981년 20.1%에서 2013년 11.3%, 2017년에는 10.7%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회 세력이다(미국 노동부, 2018)71). 이미 수차례 지적하였듯

71) 미국노동부 노동통계국,USDL-18-0080(https://www.bls.gov/news.release/pdf/union2.pdf, 접속일: 



- 119 -

이 미국내 노조는 반NAFTA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AFL-CIO는 NAFTA 협상이 비민주적이

며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AFL-CIO의 관점에서 NAFTA 20년동안 남부지대에서만 멕시코로의 일자리 이동으로 인해 

682,9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AFL-CIO, 2014). 노조 조직률이 가장 높은 캐나다 또한 노

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1981년 37.6%에서 1999년에는 30.4%로 감소하였고 이후 감

소율이 줄어 2012년에는 20.9%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이후 노조 가입률의 미세한 변화에

도 불구하고 성별간, 연령간, 산업간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남성 노조가입률은 1981

년 대비 2012년에 약 14%가량 감소하였는데 비해 여성 노동자는 0.1%밖에 감소하지 않았

다. 연령별로는 17-24세 사이의 노조가입률이 12%이상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도 상이하게 감

소하였는데, 캐나다 노조 감소 원인은 건설 또는 제조업 등의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산업에서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노조 조직률이 낮은 산업으로의 산업분야별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Galarneau&Sohn, 2013). 멕시코 또한 마찬가지로 1985년 28.5%에서 1998년 17%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이후 15%∼12%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OECD 홈페이지)72)   

<그림 3-17> NAFTA 회원국의 노조가입률 추이

사실 노조가입률의 감소가 NAFTA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노조가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몇몇 노조들은 NAFTA 초기뿐 아니라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

2018.10.14).

72) 출처: https://stats.oecd.org(검색일:2018.10.14.), OECD 자료 재구성: 3개국 수치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년도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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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개했다. 캐나다자동차노조(Canadian Auto Workers, CAW)는 Abitibi Bowater社의 사

례를 통해 NAFTA 11조를 비판하였으며, 캐나다우정노조( The 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CUPW)는 NAFTA 11조에 따른 United Parcel Services의 소송결과가 청문회에서 

기각되었을 때 이를 환영하기도 하였다(Standford, 2010). 멕시코의 경우 노조 특히 멕시코

노총(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CTM)는 멕시코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놓

여 있었으며 제도혁명당 정부의 NAFTA 협상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 AFL-CIO

와 CTM의 긴장관계 속에 AFL-CIO는 멕시코의 가장 큰 독립노조인 정통노동전선(Frente 

Auténtico del Trabajo, FAT)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단적으로 1998년에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AFL-CIO외 10개 노조와 31개 유관단체들은 Echlin社의 멕시코 

Itapsa 공장에서의 단체교섭 대표자 선정 및 직장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해당기업뿐 

아니라 멕시코 CTM 또한 멕시코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청원을 넣기도 하였다(CAN 98-

1)73). 

NAFTA와 관련하여 미국 노조의 입장은 멕시코에서의 보다 많은 개입을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NAFTA를 통해 다국적 자본이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영구화하고 동시에 

캐나다와 미국 노조를 침식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반NAFTA의 입장에서 지역적 

차원의 초민족적 개입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많은 활동가 단체, 좌파지향

의 싱크탱크, 좌파언론, 정치경제학자들과 연대하려 하였다(Rupert, 1995). 따라서 노동분야

만 국한한다면 협정의 주체였던 정부보다 노조 등의 비정부행위자들이 더 초민족적 개입을 

요구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의 민족적 정책의 취약성 속에 보다 상위의 통치적 권

위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노조의 차원에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노조들의 접촉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민

청원의 과정에서 2011년 캐나다노동의회(Canadian Labor Congress CLC), 미국강철노조

(United Steelworkers, USW) 등이 멕시코전기노조(Sindicato Mexicano de Electricistas, 

SME) 등과 함께 멕시코 정부의 노동권 위반에 대해 청원하여 현재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북미 전역 약 80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CAN 2011-1)74)

사회 분야별로 지역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있다. 공공

73) Candaian NAO submission CAN 98-1(Itapsa), https://www.dol.gov/ilab/trade/ agreements/naalc.htm

(접속일, 2018.10.15). 

74) 자료출처: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NAALC 관련 공중고발 목록,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labour-relations/international/agreem

ents/naalc/public-communications.html#comms, 접속일: 2018.10.15.  



- 121 -

교육방어를 위한 3국 연합(Trinational Coalition for the Defense of Public Education, 

TCDPE)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노조에서 교육분야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 TCDPE의 

활동은 80년대 후반이후의 민영화, 1994년 NAFTA,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첨예화된 정

부예산 삭감에 맞서 공공교육을 지키고자 했다(TCDPE, 2010). 환경분야에서는 1999년 지속

가능한 광물채취(환경)와 노동자 안전을 위해 만든 캐나다채굴감시단체(Mining Watch 

Canada)가 캐나다공공프론티어(Common Frontiers-Canada), 미국강철노조(United 

Steelworkers), 캐나다위원회(Council of Canadians), 캐나다시에라클럽 등과 함께 치아파스

에 있는 캐나다 회사인 Blackfire의 NAFTA 11조에 따른 치아파스주 정부 상대 소송과 관련

하여 개입하였으며 채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멕시코 인민네트워크(Red Mexicana de 

Afectados por la Minería, REMA)와 협력하려 하였다(Mining Watch, 2010). 

NAFTA에서 노동·환경 그리고 접경의 문제가 마낄라도라 산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두 개

의 단체가 가장 주목되는데 1994년 창설된 토론토 기반의 마낄라연대네트워크(Maquila 

Solidarity Network, MSN)는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하청업체의 노동 및 여성 인권기구

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운동은 글로벌한 차원의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두 번

째 단체는 텍사스에 기반한 마낄라도라정의연합(Coalition for Justice in the Maquiladoras, 

CJM)이 있다. 1989년 만들어진 CJM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및 여타 국가등의 단체와 개인

과 더불어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JM 홈페이

지,http://coalitionforjusticecjm.blogspot.com)75). 

지역적 차원 외에도 민족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당초 NAFTA협상을 지지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캐나다환경법연합(Candadi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등이 있다. 캐나다환경법연합은 여타 캐나다 학계, 노조, 시민단체들과 함께 

2009년에는 캐나다 하퍼정부에게 NAFTA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Hussain and 

Dominguez, 2015:141).

마지막으로 산발적인 접촉을 넘어서서 북미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는 지역적 수준의 

항구적 단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수준에서의 민족적 차원의 단체들은 존재한다. 이들

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졌지만 자유무역과 투자자소송제도 등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공동의 항의를 조직한다. 1985년에 설립된 캐나다 위원회(Council of Canadians)는 투자자

소송제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고발하며 캐나다 정부가 NAFTA를 재협상해야한다고 지속

75) 마낄라연대네트워크 홈페이지, www.maquilasolidarity.org, 접속일:2018.10.15, CJM 홈페이지, 

http://coalitionforjusticecjm.blogspot.com, 접속일: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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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조직으로는 공공시민(Public Citizen)과 시민무역캠페

인(Citizens Trade Campaign, CTC) 등이 있다. 1971년 만들어진 공공시민은 가장 활발한 

단체로 미의회, 에너지 분야, 세계무역분야, 보건, 소송 등의 영역에서 공공로비스트의 역할

을 수행한다. 이들은 NAFTA가 경제,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

기고 있으며 북미투자협정과 동의어인 NAFTA무역협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 손실, 미국의 무역적자, NAFTA 11조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

으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시민은 NAFTA 11장이 해외투자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적 이익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CTC는 환경, 노동, 소비자, 가

족농, 종교 및 여타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는데 이들은 NAFTA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항하는 멕시코 행동네트워크(Red 

Mexicana de Acción Frente al Libre Cmercio, RMALC)가 가장 유명한 단체이다. RMALC 

또한 NAFTA 11조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게기하고 있다(캐나다위원회

-https://canadians.org-;Public Citizen-https://www.citizen.org, 

CTC-https://www.citizenstrade.org/ctc,  RMALC-http://www.rmalc.org-, Hussain and 

Dominguez, 2015: 141-142). 

NAFTA는 실제로는 지역적 차원의 북미공동체 또는 연합체를 형성한다기보다는 미국을 

허브로 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양자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허브-스포크 구조의 협정이라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NAFTA에 의해 촉발된 정책들은 북미지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NAFTA의 규칙기반의 특성 속에서 자본을 제외한 시민영역은 노동·환경 분야를 

통해 상호협력과 국가-자본 이외의 영역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만일 자본 즉 기업의 

영역 또한 비정부행위자로 본다면 NA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든 NAFTA의 가속화를 지지하

든 NAFTA에서는 민간중심의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76). 

(2) 규칙의 정치화와 사회운동으로서의 지역개발협력  

NAFTA 협정에 포함된 두 개의 부속협정, 즉 NAALC와 NAAEC는 노동·환경 분야에 있

어서의 지역적 협력과 문제제기 및 해소를 준법률적 시민청원기제와 결합한다. 이러한 기제

는 개인과 비정부기구(NGO)가 노동·환경 표준 준수에 실패한 정부에 대해 준법률적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시민청원에 의해 나프타 해당분야의 기구는 청

76) 2018년 10월 1일 미국-캐나다 간의 NA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NAFT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로 대체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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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검토하고, 조사를 실행하며,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물론 이런 조사결과는 

구속력이 없지만, 청원과정은 일종의 ‘연성 법률’의 효과를 갖는다(Graubart, 2008: 3). 이러

한 과정에서 해당분야에서는 국경간 광범위한 연대가 촉발되었다. 

노동분야의 경우 이는 주로 미국과 멕시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Kay, 

2005)77). 나프타는 멕시코와 미국의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망에 영향을 주었다. 민족주의적 

성향의 AFL-CIO는 여타 국제주의적이며 풀뿌리활동과 연계된 개혁주의적 노조 연합(예를 

들어 United Electrical Radion, Machinist WOrkers, 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United Auto Workers)의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AFL-CIO는 1990년대 보다 개혁

적인 인사들을 선출하고 이전보다 국제적 연대에 관심을 표하였다(Dreiling 2001). 

한편, 제도혁명당과 멕시코노동자연합(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Méxicanos, CTM)

과의 조합주의적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멕시코의 경우, CTM은 나프타를 지지하였다. 따라

서 일반 노동자들의 멕시코 공식노조에 대한 불만, 멕시코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등

은 CTM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Barry, Browne, and Sims 1994; Moody 1997;Heredia 

1994). 특히 나프타 논쟁은 정통노동전선(Frente Auténtico de Trabajadores)을 비롯한 독립

노조를 결성하려는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들은 민주주와 공동체활동에 주력하

였다(Cook, 1995). FAT는 자유무역에 대한 멕시코행동네트워크(Red Mexicana Acción 

Frente al Libre Comercio, RMALC)의 주요 리더가 되었으며, 독립노조인 전국노동자연합

(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UNT)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형의 변화속에서 이전까지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노동협력이 AFL-CIO와 CTM 

사이의 접촉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에는 풀뿌리 조직들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이는 

주로 국제주의적 성향이 강한 UE, Teamsters, The UAW, FAT 등과 같은 노조에 의해서였

다. 그리고 이는 AFL-CIO에도 영향을 미쳐 AFL-CIO도 활동범위를 멕시코로 넓혔으며, 독립

노조와의 협조도 진행 중이며 다양한 노동조직들이 지방적 민족적 수준에서 협력 중이다

(Barry, Browne, and Sims 1994;Hathaway and Robles 1996;Graubart, 2008). 그리고 이러

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노동조직들은 독립노조에 대한 멕시코의 체계적 차별, 미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에 대해 시민처원기제를 활용하여 연대하고 나프타의 규칙 속에서 이

를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하려 하였다(Graubart, 2008).

77) 우선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노조들 특히 캐나다 북미금속노조(Canadian Steelworkers of America)들은 

멕시코의 독립노조결성운동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으나, 캐나다노동의회 등 대표적 노동 단체들은 강제

적 의무조항이 없는 시민청원기제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Kay, 2005). 따라서 

시민청원기제와 관련한 노동분야의 국제적 연대는 미국과 멕시코사이에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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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의 노동운동 나프타초기(1994-1995) NAALC의 시민청원기제에 대해 실망감

을 표명하였으나 이후 조심스럽게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UE와 Teamsters가 주도한 

Honeywell社와 GE社에 대한 시민청원은 단순히 청원기제를 통해 공공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두 개의 사례는 당초 멕시코 PRI의 영향력을 우회하여 

NAALC의 기제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개별회사의 노동법위반에 초점을 두었으며 멕시코의 

체계적인 노동관행으로 확대하지는 못하였다(Alexander 1999). 청원제기자들은 국경간 네트

워크의 활용하여 공동청원자들의 동원, 미디어에의 호소, 청문회에 공장노동자의 증언 후원 

등을 통해 멕시코의 지속적인 독립노동운동 탄압과 NAALC와의 불일치를 주장하였다. 그러

나 이 두 사례는 미국노동행정사무소가 절차적으로 청원제기에 우호적으로 응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멕시코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미국노동행정사무소의 태도로 인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엿다. 이에 따라 UE등은 NAALC 시민청원기제의 정치적 가치 등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

하고 잇따라 청원을 철회하였다(Graubart, 2008:67-71, U.S NAO Submission 940001, 9400

278))  

그러나 1994년 Sony社, Hanyoung社, Echlin社 등에 대한 청원 제기를 통해 미국과 멕시

코 노동활동가들은 NAALC 시민청원 기제의 잠재력에 대해 우호적 평가를 내리며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소니에 대한 청원은 마킬라도라정의연대(the Coalition for Justice in the Maquiladoras, 

CJM), ILRF, 미국인권와치, 아메리카친구서비스위원회, 멕시코 민족변화사연합,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멕시코변호사네트워크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멕시코 국경을 따라 소니 

전자가 운영하던 5개 공장에서의 노동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US. NAO. 

Submission 940003). GE-Honeywell 사례와 달리 이들은 국제법 소송에 익숙했으며, ILRF는 

결사의 자유에 대해 ILO 위원회에 소송을 같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의 노동법 

이행 의무와 이에 대한 정치적 호소력을 최대화하도록 프레임을 형성하였으며, 소니를 독립

노조 형성 방해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GE-Honeywell사례와 달리 이들은 독립노조 조직 방

해와 잘못된 노동관행에 있어 멕시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멕시코 국내법, 멕

시코가 비준한 ILO 협약 87조, 98조 결사의 자유 등을 언급ㅎ였으며, 공청회와 노동장관회

담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소니공장의 특수사례를 넘어 CTM, 멕시코노동위원회, 민간

기업간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모적 관계를 지적하였다. 이들은 GE-Honeywell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잘못된 노동관행, 노동자 불법해고 등을 

78) https://www.dol.gov/ilab/trade/agreements/naalc.htm, 이하, 청원과 관련된 보고서의 출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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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NAO는 이전 사례와 달리 청원제기자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확인하였으며, NAALC의 노동

자권리 집행을 위한 사법적 접근권을 제공하는 절차적 의무(4조),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

차를 보증하는데(5조) 초점을 맞추었으며, 멕시코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장관회

담을 권고하였다(US. NAO. Submission 940003;Graubart, 2008:72-74). 

NAO의 인정은 청원자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디어의 관심은 증

폭되었고 멕시코로 하여금 기존의 노사관계를 방어해야 할 의무를 지웠다(Gacek 1999).장

관자문에서는 멕시코 독립노조활동가들을 정부관료와 함께 포럼에 참여하게 하는 기회도 제

공하였다. 애초에 목적으로 한 소니 개별 공장에서의 독립노조 결성에는 실패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소니 사례는 노동활동가들에게 미국노동행정사무소로부터 우호적 결과를 이끌어내

기 위한 방법, 정치적 끼회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 등을 깨닫게 했다. 또한 청원은 멕시

코에서의 노조 인정체계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니 청원 이후 북미노동운동의 시민청원기제를 통한 청원의 제기는 보다 정

교화되었으며 독립노조 탄압을 넘어 미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처우문제로 확대되었다79).

대다수 청원은 국내 캠페인과 노조 조직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1) 멕시코 정부가 

마킬라도라지역에서 임신차별에 대한 법률을 여성노동자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너럴모터스, 제니스, 모토로라 등이 임신스크리닝을 중단하기로 한 것(U.S NAO 

Submission 9701) 2) 퀘백 정부가 노조 회피를 위해 불법공장을 패쇄하는 맥도날드 등의 

기업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 것(U.S NAO Submission 9803) 3) 워싱턴주가 

이주노동자의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한 풀타임 직원 확충, Stemilt가 노조선거에서의 투표제 

승인, Teamsters가 정식 등록된 것(Mex-9803) 등의 구체적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원제기를 한 노동운동측의 정교한 규칙화, 지속적인 정치적 동원과 사회 

이슈화, NAO의 지원 덕택이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성공사례들은 제한적이었

으며 대다수는 청원은 혼재된 결과를 산출하였다(Graubart, 2008:77).

Hanyoung社80)와 Echlin社81)의 사례는 나프타규칙을 둘러싼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79) 여기에는  Solec (Mex-9801), Apple Growers (Mex-9802), Decoster Egg (Mex-9803) 등과 관련된 청원

이 있다. 

80)  the Support Committee for Maquiladora Workers in collaboration, ILRF, ANAD, FAT 지부, 

Sindicato de Trabajadores de la Industria Metálica, Acero, Hierro, Conexos y Similares (Union of 

Metal, Steel, Iron, and Allied Workers, STIMAHCS). 

81) Echlin Workers’ Alliance(북미 Echlin 비노조 공장에서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3개국 협력노동단체), 

UE, the Teamsters, the United Steel Workers, the Canadian Auto Workers, FAT가 청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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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이 양 사례 있어 청원자들은 NAO의 광범위한 조사 장관자문을 통한 정부의 

실질적인 의무 이행,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재와 멕시코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였

다. 그리고 양 사례는 FAT 지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청원은 이전 사례를 교훈 삼아, 잘못된 노동관행의 극적 사례, FAT지지자들에 대한 

협박, 해고, 편향된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조선거 조작, 그리고 보건과 작업장 안전에 관련되 

석면노출, 화학물질 노출, 기기오작동, 그리고 멕시코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 기업, 공식노

조, 정부 관료 사이의 공모로 청원의 문제 제기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두사례는 멕시코의 

미국지사,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잘못된 노동관행을 자행하고 있다

는 사회적 호소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당시 잇따른 무역협상에 있어 ‘패스트-트랙’의 승인을 

요구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지를 활용하여 행정부에 로비를 진행하였다. 청원자들의 네트

워크, 정보공개, 상징정치, 저항, 로비 등이 총동원된 것이다. 한영사례에서는 노동협력이 

미국, 캐나다노조들로 확대되었고, Echlin에서는 AFL-CIO, CLC,  UNT, 3개국 인권옹호 단

체들로 확대되었다. NAO의 보고서를 널리 알리고, 청원이 단순한 노동-관리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적 이해와 관련된 것임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NAO는 멕

시코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NAALC의 가치를 옹호하였으며 청원자들의 주장을 승인

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노동행정사무소의 과도한 권한을 비난하였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2000년 노동장관선언에 서명하였으며, 노조의 비밀투표, 단체교섭과 

관련된 사항등에 동의하였다. 선언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등의 원칙을 증진시키는 공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불공정한 노동위원회, 보건 환경 관련 사항을 다루기로 하였

다82). 이러한 결정에 대해 멕시코 독립노조는 신뢰를 보냈으며, NAO는 멕시코내 미국 공

장에서의 보건 환경규제도 검토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한영에 대해 벌금 9000달러를 부과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장 수준에서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독

립노조는 설립되지 못하였다(Graubart, 2008:78-82). 

2000년대 이후 시민청원기제에 대한 활용은 쇠퇴하고 북미노동운동계는 일종의 환멸을 

가지게 되었다.  한영을 둘러싼 잇따른 회담의 파행적 진행을 비롯하여, 잇단 청원에서 실

질적 성과의 결여, 그리고 미국에서의 부시행정부의 등장, 멕시코의 팍스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장관자문회의의 기능적 장애 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후 NAALC의 시민청원기제는 정

치적·사회적 운동으로서 확대될 가치를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Delp et al. 2004).  

82) ‘‘Ministerial Consultations—Submission 9702 and 9703,’’  

https://www.dol.gov/ilab/reports/pdf/minagreement9702-97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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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와 달리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환경주의자들은 NAFTA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NAAEC의 제도적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Cameron and Tomlin 2000). 

그리고 미국의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환경보호기금(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등은 환경부속협정의 강화를 전제로 한 NAFTA체결을 지지하였으며 시민청

원기제의 도입에 대해 만족하였기에 환경분야의 의제와 협력에 있어 시민청원기제는 제도적 

특징이 되었다(Dimento and Doughman 1998; Bugeda 1999). 또한 노동분야와 달리 시민

청원기제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나프타 이전에도 환경운동은 미국접경지대의 소규모 공동체그룹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는

데, 멕시코경제가 미국경제에 통합됨에 따라 이 지역이 산업화가 증가하고 환경적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환경주의자들은 규제되지 않은 산업화가 물, 토양, 공기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나프타를 통해 미국, 캐나다의 환경론자들과의 협

력을 증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시에라클럽을 제외하면 주요환경단

체들이 나프타를 찬성하였지만 풀뿌리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지만, 나프타 논쟁을 

계기로 멕시코 환경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시에라클럽외에는 나프타 이후 의미심장한 

연계는 없었지만 국경의 환경단체들은 나프타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계속하였다

((Dreiling 2001;Kelly 2002; Cohen 2003; Bejarano, 2002). 

캐나다에서는 환경주의자들이 CUSFTA 에 대응하면서 무역과 환경에 대해 이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Ayres 1998). 이들은 광범위하게 나프타를 반대하고 NAAEC가 매우 취약

하다고 주장하였다(Dimento and Doughman 1998). 그러나 이들은 시민청원기제를 거부하

지 않았으며, 나프타에 대항하여 국제주의적 관점을 취하였으며 활동의 반경을 멕시코 환경

주의자들에게까지 확장하였다. 따라서 NAAEC는 나프타에서 초민족적 포럼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Dimento and Doughman 1998; Knox 2001). 

NAAEC의 시민청원기제 활용의 초기에 28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환경단체를 대표하여 

시에라클럽 법적보호기금(Sierra Club Legal Defense Fund)이 제기한 벌목관련청원

(SEM-95-002)83)과 멕시코환경법센터(Centro Mexicano de Derecho Ambiental , CEMDA), 

자연자원위원회(the Comité  para la Protección de los Recursos Naturales), 101국제환경단

체(the Grupo de los Cien Internacional) 등이 제기한 코주멜섬개발계획(SEM-96-001)84)에 

대한 청원은 기각과 문제제기에 따른 구체적 성과를 낸 좋은 사례가 된다. 

83) 자료출처: http://www.cec.org/sem-submissions/logging-rider, 검색일: 2018. 10.28

84) 자료출처: http://www.cec.org/sem-submissions/cozumel, 검색일: 20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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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법안(Logging Rider)과 관련된 시민청원(95-002)의 경우, 정교화된 청원을 내고, 북미 

각지의 환경단체와의 연대와 언론활동을 전개하였으나, NAAEC 사무국은 청원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사무국은 세심한 법적 논리를 들어 미국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NAAEC의 시민청원기제가 회원국의 입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의 실패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멕시코 칸쿤 인근의 코주멜 섬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에 있어 멕시코 정부가 환경

영향평가를 등안시하였다는 시민청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청원을 제기한 단체들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개발계획이 산호초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서 제기하였으나 소기

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들은 나프타 시행이후 시민청원기제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시민청원뿐 아니라 각종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여론을 저귺적으로 활용하

였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멕시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록을 권고하였다. 사무

국은 멕시코 정부, 청원단체, JPAC, 여타 NGO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1997년 사실기록

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임을 밝

혔으며 멕시코 관료들이 코주멜개발계획에 있어 모순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Bugeda, 1999; 

Kibel 2001;SEM-96-001). 

어떠한 강제조항도 없었지만, 보고서의 발행과 그 반향은 컸다. 멕시코 정부는 사무국이 

멕시코 주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비협조적이었으며 진행절차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보고서

의 발행과 조사기간 동안의 코주멜 관광개발계획의 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 

발행이후 멕시코 정부는 산호초 보호와 관련된 법안의 개선과 새로운 환경계획을 세우겠다

고 약속하였다. 또한 관광개발계획에 있어 그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골프코스, 쇼핑센터, 호

텔, 레스토랑, 바 등이 포함된 계획은 폐기되었다. CEMA와 공동청원자들은 멕시코 정부의 

약속을 십분 활용하여 CEMDA를 산호초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압박하였고, 코주멜에서

의 상업적 활동을 제한하는 생태지역을 설정하게 하였다(Graubart, 2008:113-116). 

이후 NAAEC의 시민청원기제는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호의적 조치들이 내려졌

다. 브리티시콜롬비아강의 수력발전(SEM-97-001)85)에 대한 청원은 캐나다 어업법(Fisheries 

Act)의 미시행, 수력발전에 어종에 끼치는 영향 등을 문제제기하였으며, 특히 동 사례를 정

부, 규제당국, 산업계가 환경협력을 해야한다는 NAAEC 1조와 관련시켰다. 마찬가지로 환경

단체들의 연대, 대여론 홍보, 미국 수력발전의 환경보호 사례등을 들어 사회적 의제임을 환

기 시켰다. 이에 사무국은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이 개

85) 자료출처: http://www.cec.org/sem-submissions/bc-hydro, 검색일: 20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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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2000년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기록을 보

고하였다. 

NAAEC하의 시민청원은 실질적인 정부의 안젠다 변화와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었는데 

1)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자원 보호에 대한 책무성 강화 2) 미국 환경당국의 다이옥신, 수은 

배출 규제 3) 멕시코, 미국 당국은 접경지대의 방치된 공장에 대한 환경적 규제 강화 등이 

그 예이다. 환경분야에서의 시민청원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환경규제법안과 실제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정책형성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지속적

으로 가미하도록 문제제기 하였다(Graubart, 2008:120-125). 

2000년대 이후에도 시민청원기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회원국 정부들은 이러한 과

정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NAAEC 위원회를 통해 사무국에 압박을 가하고 시민

청원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위원회는 사무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기함으로써 사

무국의 독자성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JPAC는 환경론자, 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관료들로부

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훈:NAAEC의 14-15조하에서의 시민청원(Lessons Learned: Citizen 

Submissions Under Articles 14 and 15 of 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

고 보고서 발행을 거부할 시 그 이유를 공표하기로 하였다(Knox, 2001). 위원회는 재차 절

차상의 일정보다는 사무국의 조사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JPAC는 활동가들과 

학계 모임을 결성하고, NAAEC 정신에 반하는 위원회의 관행을 비판하였으며, 조사범위의 

조정을 하지 못하게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일정정도 받아들였지만 환경론자와 

JPAC는 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AAEC에서도 NAALC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으며, 위원회를 통한 회원국들의 개입이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는 환경분야의 시민청원기제의 성공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NAALC가 

규칙을 둘러싼 협력과 사회운동에도 불구하고 쇠락한 반면, 제도적 후원을 확보한 NAAEC

는 환경분야에서 지속적 협력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NAFTA가 신자유주의적 기획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

안적 지역형성 전략이 제시되는데 이는 주로 규칙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규칙기

반’의 틀에서 규칙의 변경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는 사회적 보호의 영역

인 비시장적 요소로서의 노동과 지속가능개발의제의 대상인 환경을 대상으로 ‘시민청원’의 

형태로 NAFTA에서는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세력들이 사회운동의 형태로 이를 전개

한다. 이는 일종의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노동과 환경 영역은 비정부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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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시민집단이 특정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로 간주되고 지역

적 협력과 사회운동의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규칙을 둘러싼 쟁투에 

있어 규칙위반자들은 정부, 노조, 기업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 

2. 접경지대 환경개발협력과 이주의 문제 

1) 접경지대 환경협력: 국경 환경협력위원회와 북미개발은행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지역경제통합협정인 NAFTA에는 미국과 멕시코 양국만이 참

여하는 기구가 두 개 존재한다. 국경환경협력위원회(BECC: The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와 북미개발은행(The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이 바

로 그것이다. 멕시코와 미국이 같은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는 이 두 기구는 미국-멕시코 접

경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BECC는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미

개발은행의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보증한다(McKinney, 2000: 161-222). 

북미의 국경지대는 워싱턴과 멕시코의 주변부로서 19세기 이후 지속적인 호경기와 불경

기(boom and bust)를 교차하면서 성장해왔다. 1940년에서 1990년 사이 멕시코와 미국 사

이의 국경지대는 년간 2.7%에 달하는 인구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장은 이 지대가 

자연자원과 노동력의 착취의 장소임을 반증한다. 이로 인해 북미 국경지대는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지역이자 ‘윤리의 장소’로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Colinic, 

2003:10-78). 한편 국경지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1993년 국경환경협력위원회와 북미개발은행

의 설립에 관한 미국과 멕시코간 협정에서는 국경선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100km로 규정

하였으나, 이후 미국 측 100Km, 멕시코측으로는 300km로 확대되었다(그림 3-18, 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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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남북 100Km기준)

출처: https://www.epa.gov/border2020(검색일 : 2019.01.05.)

<그림 3-19>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북 100Km, 남 300km 기준)

  출처: Border Legislative Conference, 2018(https://www.borderlegislators.org)(검색일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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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대의 인구가 증대되고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조건은 열악해졌다. 급속한 도시

화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건조한 이 지역은 적절한 물공급, 오수 및 유독쓰레기 처

리를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980-90년대 마킬라도라 부문 산

업의 성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1997년 멕시코생태기구는 멕시코 내 유해물질의 20

퍼센트 이상이 산업부문으로부터 온다고 발표하였다. 라파스협정에 따라 미국 원료를 사용

한 폐기물과 유해물질들은 미국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었으나, 많은 량이 후아레스 사막인

근 또는 운송 중에 폐기되었으며 노후된 공장설비는 유해물질을 안은 채 방치되었다. 1995

년 텍사스자연자원보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247개의 불법투기처를 발견하였는데 실제로

는 2만여개 곳이 있을 곳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환경인프라의 부족, 불법투기외에도 미국

으로부터 멕시코로의 오염물질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도시 주
인구 성장률

1990-최근(%)1990 1995 2000 최근(연도)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치와와 798,499 1,011,786 1,218,817 1,506,198(2013) 88.6

티후아나 바하캘리포니아 747,381 991,592 1,210,820 1,641,570(2015) 62.0

누에보라레도 타마우리파스 219,468 275,060 310,915 373,725(2010) 41.7

미국

엘 파소 텍사스 595,350 654,250 682,111 - (*) 14.6

샌 디에고 캘리포니아 2,512,365 2,623,697 2,824,809 - (*) 12.4

러레이도 텍사스 134,430 167,466 194,868 257,156 91.3

<표 3-5>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도시 성장 

자료 출처: Hufauer&Schott(2005:170), 위키피디아 도시별 인구현황

*)Hufauer&Schott(2005)과 위키피디아의 통계상 차이가 큰 경우 Hufauer&Schott(2005)만 취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까지 멕시코 측 국경지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부족과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인프라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또한 

멕시코 헌법은 지자체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으로부터 조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지자체의 세수구조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힘든 구조이

다. 반면 미국측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편이다. 멕시코 국경지대 도시와 미국 국경지대 

도시의 일종의 ‘개발격차’는 단적으로 멕시코 바자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고 큰 도

시인 티후아나와 샌디에고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2002년 티후아나는 120만 인구



- 133 -

에 196백만달러의 시 재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샌디에고는 280만명의 인구에 30억달러의 시

재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6.6배에 달한다(Hufauer&Schott, 2005:168-173).  

이러한 상황에서 NAFTA 출범과 함께 BECC와 자매기구인 북미개발은행이 멕시코와 미국

의 양자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전에도 국경지대의 환경관리를 위해 기관이 존재하였는데, 

우선 국경과 수자원위원회가 있다. 이는 1889년, 국경위원회(International Boudary 

Commission)이 있었으며 1944년 수자원조약을 통해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양자간 기구가 아니었으며 국경의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는 못하였다(Mumme, 

1994). 1980년대 들어 멕시코와 미국은 국경지대에서의 환경개선과 보호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n the Border Area) 

즉 La Paz 협정 등을 체결하며 양자기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나프타 협상기간동안, BECC

와 북미개발은행의 설립과 함께 양국은 각종 환경오염과, 협력 등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

였고 이는 이후 BORDERXXI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었다. BORDERXXI프로그램은 1999년 

환경 협력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민관, 미국-멕시코 상업위원회, 미국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멕시코환경자원사무국(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SEMARNAT), BECC 등과 상호협력을 체결하였다

(McKinney, 2000;Hufauer&Schott(2005).  

양자적 기구의 대표적인 예인 BECC는 양자적 기구로서 국경지대의 공동체들에게 기술적 

지원과, 환경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을 하기 때문에 협정 체결당시에는 재정지원을 담당한 

북미개발은행보다 중요한 기관이었다. 또한 BECC는 제한적이나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

어 국경지대의 환경민간단체(특히 멕시코 환경단체)와 공동체의 참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개정(2004년 발효) 이후 BECC와 북미개발은행간의 통합이 논의되어 2017년 

BECC는 정식으로 북미개발은행 내 기구로 통합되었다(Colinic, 2003; 2017, 2nd수정의정

서86))

BECC와 북미개발은행은 환경프로젝트의 승인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상호협력하게 되어 있었지만 서로 다른 관리 방식과, 특히 BECC가 승인한 프로젝

트가 북미개발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는데서 오는 어려움에 긴장의 원인이 되어 왔다. BECC

는 BECC 성공에 있어 조속한 개발프로젝트의 진행이 성공의 요소라고 여겼지만, 1996년말 

86) Second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 and a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자료출처: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839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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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BECC 프로젝트 중 4개만이 유효한 지원을 받았다(Varady et al., 1996). 또한 BECC

는 북미개발은행보다 보다 공개적이었으며 참여를 용인하였으며, 북미개발은행은 BECC가 

가지고 있는 환경협력의 지속가능한 방식과 공공 수요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다. 두 기관

과의 관계를 분명하기 위해 양 기관은 1996년 MOU를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적 원칙과 

양자간의 협력을 분명히 하였으나 위원회가 은행보다 우위에 선다는 원칙은 폐기하였다. 이

는 북미개발은행의 기술적 재정적 원칙이 BECC의 승인 기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했

다. 효율성이 높아진 대신 프로젝트의 개념보다는 승인과 재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되었

다. 2001년 부시와 팍스 행정부하에서 BECC와 북미개발은행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

며, 2002년 국경지대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ECC와 북미개발은행을 

통합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부시행정부는 북미개발은행을 환경협력을 위한 기관이

라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비록 BECC하에서의 민간

단체의 참여가 절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BECC도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 지원자

를 선호하였음에도 단순한 환경개발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방식을 위해서는 보다 

나은 통로였음에는 분명하다(Colinic, 2003). 한편 북미개발은행의 높은 이자율은 멕시코 국

경지대 지자체들이 북미개발은행의 지원을 꺼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1994년에서 2004

년까지 북미개발은행은 멕시코에 총 29개 프로젝트에 136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초기에 

멕시코 지자체들은 15년간 약 26-27%의 이자를 지불해야만 했다(Hufauer&Schott, 

2005:173-177).   

이러한 제한적인 제도적 역량과 변천에도 불구하고 BECC와 북미개발은행은 물 공급, 오

수처리 등의 환경관련 사업뿐 아니라 공공수송, 에너지 청정화 등의 분야로 지원범위를 넓

히고 있다.  BECC(2016)에 따르면 2016년까지 총 112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국경환

경인프라기금87)에서 65,694만달러가 지원되었다. 2018년 현재 물공급 및 오수처리 182개, 

고형쓰레기 처리 28개, 대기질 관리 30개, 청정에너지 39개, 기타 1개이다88). 2018년 현재 

승인된 프로젝트를 국경지대 지역별로 보면 <그림 3-20>과 같다.

지역별로 승인된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분야에 따른 지역별 프

로젝트에서 대기의 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모두 멕시코지역에 집중된 것이 주목된다. 또한 

국경전체에 걸친 프로젝트 또한 실제로는 멕시코 국경 300Km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공운

87) 국경환경인프라기금은 미국환경보호기구를 통하여 미국 의회가 지원하는 것이며 북미개발은행이 행정관

리를 한다(http://www.nadbank.org/~nadborg/index.php?acc=contest&tpl=bief, 검색일:2019.01.05)

88) 자료출처 : http://www.becc.org/projects/certified-projects, 검색일: 2019.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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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있어서의 저공해 차량 구매와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이는 국경지대부근의 마낄라도라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3-20> BECC 승인프로젝트의 지역별 현황 

출처: http://www.becc.org/projects/certified-projects 의 자료를 저자가 그림으로 재구성 

물 공급 및 
오수처리

고형쓰레기 
처리 대기질 관리 청정에너지 기타

(신규분야) 

미국

캘리포니아 16 - 12

아리조나 18 1 3

뉴멕시코 11 -

텍사스 52 4 6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27 2 6 2 1

소노라 14 6 12 2

치와와 22 6 2 4

코아우일라 5 2 1 2

누에보 레옹 3 3 2 3

타마울리파스 14 3 5 5

국경전체 2

합계 182 28 30 39 1

<표 3-6> BECC　승인 환경프로젝트 현황 

출처: http://www.becc.org/projects/certified-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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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ADB&BECC(2016)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프로젝트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2010년대 이후 NADB 대출 형태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지원 514.98 232.88 270.03 261.78 146.92

NADB 대출 501.50 214.96 254.16 249.56 136.25

NADB 보조금 1.75 0.46 1.2 3.52 0.44

국경환경인프라기금 11.74 17.46 14,67 8.7 10.23

<표 3-7> BECC-NADB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NADB&BECC:2016)

후파워·스콧(2005)은 국경지대의 환경협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더딘 이유로서, 포괄

적인 평가시스템의 결여(정치적 무관심), 공공인프라 건설에 부적절한 멕시코의 조세시스템, 

그리고 독립적 재정이 없는 이상(특히 멕시코 지자체), 지자체들이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하

기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NADB와 BECC가 국경지대를 따라 환경평가지구를 설치하고, 

이들 기구들이 이 지역의 ‘환경오염제공자’들에게서 비용을 모으는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요컨대 여타 지역통합지역들과 달리 북미 국경의 환경협력은 물리적 연계성보

다는 성장에 따른 오염원의 제거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개발은행의 역할

을 중요하게 삼고 있다. 그러나 양자적 수준에서 북미개발은행을 중심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사이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북미개발은행이 국경2020 

프로그램에 따라 몇몇 지역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 최적화될 수 있

는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접경지대의 환경적 요구와 북미개발은행의 재정 지원사이에는 격

차가 커다는 점이 난점으로 남아 있다.  

2) 국경의 안과 밖: 마낄라도라와 이주의 문제 

NAFTA 출범 당시부터 미국은 나프타를 미국으로의 불법이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

로 간주하였다. 1993년 법무장관 재닛 리노(Janet Reno)는 이렇게 말했다. “불법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 근사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이민자들의 

행렬을 줄일 수 없다. 불법이민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멕시코의 강력한 경제

성장이다. NAFTA는 멕시코에 … 미국으로 불법으로 이주할 멕시코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를 만들어낼 것이다”(Papademetriou, 2003: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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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AFAT 출범이후에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불법(미등록)노동자 또는 이

민자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NAFTA이후 멕시코의 일자리는 198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수출지향의 소위 ‘마낄라도라 산업89)’ 그리고 이들 산업이 집중된 국경지대의 ‘마낄

라도라지역’에서 창출되었다. 또한 마낄라도라의 일자리는 조립 위주의 중간재 산업에서 창

출되는 것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및 보건 상황으로 악명이 높아 멕시코 노동자를 위한 양질

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Bacon, 2004; Kim et al, 2002).  

2016년 현재 미국의 이민자(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는 4370만명이다. 이 중 미등록 이민자

는 미국 총인구의 3.3%(이민자 중에는 23.7%)인 1070만 명이며, 멕시코 미등록 이민자는 

총 미등록 이민자의 51%인 540만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민자 중에 멕시코 태생은 36%

를 차지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On-line, 검색일:2019.01.05.). 2007년에 정점에 이

르렀던 미국내 미등록 이민자 수는 이후 감소 추세(또는 정체)에 있으며 이는 멕시코 미등

록 이민자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3-21> 미국의 이민자(합법,불법) 인구 추이(좌측) 및 미등록(불법) 이민자(우측) 추이 단위: 백만(명) 

출처 :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온라인(검색일:2019.01.05.) 

http://www.pewhispanic.org/2018/09/14/facts-on-u-s-immigrants/#fb-key-charts-population

89) 마낄라도라(maquiladora) 또는 마킬라(maquila)는 수출입 관세면제를 허용 받은 외국인 소유 공장 또는 

그것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공장은 원료를 수입해서 그것을 조립‧제조‧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

출한다. 이런 공장은 멕시코,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등을 포함해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존재한다. 그

러나 NAFTA의 체결과 결합된 특별 프로그램 덕택으로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산업이 특히 급속하게 성장

했다(Sklair, 2011). 멕시코 마낄라도라산업은 주로 하청에 특화되어 있으며 2014년 현재 멕시코 수출의 

50%, 노동력 고용의 1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Doroki&Brzegow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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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전체이민자들의 합법, 미등록 구성비율(좌측), 미등록이민자(멕시코/기타)(우측) 추이, 단위: 백만(명) 

출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온라인, 검색일:2019.01.05.),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12/03/what-we-know-about-illegal-immigration-from-mexico/

(우측),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11/30/key-findings-about-u-s-immigrants(좌측)

년도
유럽/
캐나다

남아시아
동아시아

기타 
라틴아메리카

멕
시
코

2016년 현재 상위 5개국 
지역별 이민자 수(단위: 백만)

1960 84% 4% 4% 6%

1970 68% 7% 11% 8%

1980 42% 15% 16% 16%

1990 26% 22% 21% 22%

2000 19% 23% 22% 29%

2010 15% 25% 24% 29%

2011 15% 25% 24% 29%

2012 14% 26% 24% 28%

2013 14% 26% 24% 28%

2014 14% 26% 24% 28%

2015 14% 27% 24% 27%

2016 13% 27% 25% 26%

<표 3-8> 미국내 지역별 이민자수의 비율 단위: 백만(명)

자료출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온라인, 검색일:2019.01.05.)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11/30/key-findings-about-u-s-immigrants/(좌측)

http://www.pewhispanic.org/2018/09/14/facts-on-u-s-immigrants/#fb-key-charts-origin(우측)

물론 이러한 (미등록)이민의 증가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증가가 NAFTA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NAFTA라는 자유무역협정과 일자리의 증가, 회원국내(특히 미

국) 이민자들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 NAFTA와 이주의 관계, NAFTA와 마낄라도라의 성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지점, 즉 마낄라도라산업이 집중된 국경지대의 지리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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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멕시코인들의 미국 이주의 주요통로가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사실 NAFTA와 회원국 3

개국의 경제적 성장과 변화에 인과관계 또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대체로 아니다

(Hufauer&Schott, 2005; Papadetriou, 2003). 그러나 우리는 마낄라도라 산업의 성장, 국경

지대의 몇 가지 인구추이 등으로 이들 관계에 대한 소묘를 그릴 수는 있다. 

마낄라도라로 상징되는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의 산업화는 1961년 국경프로그램, 1965년 

멕시코 국경산업화계획(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 BIP)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계

획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국경지역의 수출자유지역(export-processing 

zone, EPZ)이 만들어졌다. 마낄라도라 계획 하에서 외국회사들은 멕시코에 공장 단지를 건

설하고, 부품과 원료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단지 증가된 가치만큼의 수출세를 지불한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거의 대부분이 미국 소유인 초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에 새로

운 마낄라도라를 건설하였으며 1994년 NAFTA 체결 이후 마낄라도라 지역은 5년 사이에 그 

이전 30년 동안 성장한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1998년까지, 멕시코 경제는 국가 경제의 

다른 부문이 침체하거나 나빠졌을 때에도 마낄라도라 성장의 추진력이 되었다. 2000년대 초

의 경기침체로 마킬라도라 산업은 침체를 겪었지만, 2004년에 마킬라도라들은 미국-멕시코 

교역의 54%를 차지했고, 2005년까지 마킬라도라 수출품은 멕시코 전체 수출의 절반을 담당

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까지 멕시코에서 마낄라도라 산업보다 이윤율이 높은 것은 석유산

업밖에 없었다. NAFTA 출범 이후 2005년까지 멕시코 공식부문 일자리는 마낄라도라 산업

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분야는 멕시코 최종재 생산의 10-20%를 차지하였고 마낄라도라 노

동자 수는 120만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00만에 달한다(표 3-9 참고, 그

림 3-24 참고).(Vietor, and Veytsman, 2007: 6; Hufauer&Schott, 2005:453-463;Doroki&Brzegowy, 

2014). 

1965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2

마낄라도라 
(공장수) 12 120 620 1920 2130 3590 2816 5055

고용자수(명) 3,000 20,327 119,546 460,258 648,300 1,291,232 1,166,250 2,000,247

<표 3-9> 마낄라도라 공장 수 및 고용자 수 

자료 출처: Hufauer&Schott(2005:50), Doroki&Brzegowy(2014:102)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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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007-2012년 마낄라도라 및 고용자 수 추이

   자료출처: Doroki&Brzegowy(2014:102)에서 재인용

1964년 계절농업노동자를 위한 브라세로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마낄라도라의 건설은 미국

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일자리 흡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마낄라도라는 결코 브라세로 이후

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데, 브라세로는 주로 젊은 남성이었으며, 마

낄라도라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은 대다수 젊은 여성들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상적 마낄라도

라 노동자들은 16-25세 사이의 아이가 없는 미혼 여성으로 적게 교육받은 하층출신이었다. 

1983년 이후 남성노동자들이 증가하였지만 자동차부품산업 등에서는 여전히 70%이상이 여

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은 각종 작업장의 위험과 보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Hufauer&Schott, 2005:453-463;Doroki&Brzegowy, Kim et al., 2014). 또한 마낄라도라 

산업은 노동자들의 교체 주기가 높아 일년에 60%-150%에 달한다. 즉 1년에 일자리 하나에 

2명이 필요한 것이다(Fernaez&Carson, 2002:150). 마낄라도라의 확장과 함께 많은 멕시코인

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미국으로의 이주 즉 멕시코 내 이동이 미국내 이

동으로 이어지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따르면 1980-90년대 멕시코 남부의 원주민, 믹택

스, 오아하카주의 노동자들이 시나로아와 바하캘리포니아의 계절 농업노동자로 일하고 미국

의 농업노동자로 다시 이동하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내 믹텍 노동자의 2/3는 

미국에 도착하기 전 멕시코 북부의 수출농업에 종사하였다(Zabin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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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마낄라도라 산업의 지역별 분포(2012)(Dorocki&Brzegowy, 2014:100 에서 재인용) 

(지리적) 마낄라도라가 미국으로의 이주의 디딤돌은 아니지만 국경지대가 가장 이주가 활

발한 곳임은 확실하다. 멕시코 미등록 이민자들은 뉴멕시코(91%), 아이다호(79%), 아리조나

(78%), 오클라호마(78%), 와이오밍(77%) 등 5개주에서 75% 이상을 차지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멕시코출신은 미등록 이민자의 69%를 차지하며 총 150만이 거주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숫자면에서 가장 많다(Passel&Cohn, 2018:70)90). 

마낄라도라로 상징되는 NAFTA가 모든 불법이민 현상의 배경은 아니다. 불법이민의 구조

적 배경은 멕시코 인구구조에서 1980년대 젊은 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한계산업, 남서부의 농장노동, 건설업, 각종 서비스업(호텔, 청소업)의 꾸준한 

수요의 증가가 존재했다. 국경 양쪽에 (불법)노동력의 배출과 유인이 함께 존재하였다. 이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개발격차 즉 양국의 임금 격차가 양국의 노동시장을 매개하고 있다. 또

한 멕시코내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생계영농의 위기 또한 이러한 멕시코의 이민 배출의 원

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중서부의 과나후아토, 사카테카스, 미초아칸, 

할리스코 주뿐 아니라 이전에는 이주가 없었던 남부의 게레로, 오아하카, 치아파스에서도 

90) 텍사스 주의 경우 미등록 이민자의 71%가 멕시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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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미국 주별 미등록이민자 중 멕시코 출신의 비율(2016)(Passel&Cohn, 2018:58 재인용) 

미국으로의 월경이 이루어졌다(이성형, 2007). 또한 <그림 3-25>에서 보듯이 멕시코 전체의 

‘마낄라제이션’(그로 인한 노동조건의 악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나프타가 모든 이민 

현상의 원인은 아니지만, 나프타 그리고 마낄라도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은 

나프타하의 노동, 이주의 많은 배경을 이룬다. 

한편 2000년을 정점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멕시코2008-2009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순증가

는 실제로는 감소하였다. 2005-10년에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수가 2만명, 

2009-2014년에는 14만명으로 순유입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멕시코 이민자 다수가 종사하던 

주택경기의 붕괴와 아울러 멕시코 인구구조의 변화 즉 출산율 하락에도 기인한다

(Passel&Cohn, 2012). 



- 143 -

<그림 3-26> 시기별 멕시코-미국간 이민자 수(좌측) 및 미국으로의 멕시코 이민자 추이(우측), 단위:천명

출처: Passel&Cohn(2012:8)(우측),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2/11/mexico-and-immigration-to-us/(좌측),검색일:2019.01.06.

미국과 멕시코간의 이주(특히 멕시코의 미국으로의 미등록이민)는 단순한 인간들의 이동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활발한 ‘지역화’(자유무역협정에서 생산요소인 인간의 이동

은 특별한 고려사항이 아님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국간 지대에

서는 다양한 협력이 국가이외의 단위간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멕시코 마낄라도라 산업이 가장 집중된 바하캘리포니아와 접한 (미등록)멕시코인들이 가

장 집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두 도시인 샌디에고91)와 티후아나는 그 대표적 사

례이다. 2010년 현재 남부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에는 3,095,313명이, 바하 캘리포니아

에는 3,155,070명이 살고 있다. 티후아나시는 나프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젊은 인

구들은 매일 국경을 넘어 샌디에고의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샌디에고는 고부

가치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티후아나는 마킬라도라산업, 서비스업과 관광으로 특성화되

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샌디에고카운티의 GDP는 2010년 현재 220,573(백만달러)이며, 바

하캘리포니아(와 티후아나)는 25,074(백만달러)로 약 8.7배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

구하고 양 지역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의 16%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며, 캘리포니아 수출의 70%가 바하캘리포니아를 통과한다. 그리고 이

러한 무역은 티후아나시와 샌디에고시의 경제적 통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양도시간 지역

화의 진전은 2004년 자동차를 이용한 월경이 10,577,148명, 항구를 이용한 인구가 

91) 샌디에고 인구의 1,307,402명의 24.9%가 멕시코계이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an_Diego#Demographics, 검색일: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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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089명에서 각각 2014년에는 12,040,318명, 43,733,55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도보를 이

용하는 사람의 수도 7,925,371명에서 12,486,850명으로 증가된 데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9.11이후 국경강화 속에 양도시간 협력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나 NAFTA이후 이러한 상호교

류의 확대와 함께 생겨난 소득격차, 인프라 건설, 이민, 환경 이슈 등의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 정치인과 사업가 중심의 단체, 인권 및 여타 시민단체, 문화관련 단체 등 민관 단체들

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다(Mendoza&Dupeyron, 2017). 

이상과 같이 미국-멕시코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했지만 미국과 멕시코 양국간은 1980-90

년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민문제에 대해 ‘무대책이 상책(policy of no policy)’, ‘합의된 방

기’, ‘세심한 비개입’을 취해왔다(Domínguez and Castro 2001: 12 ;Kunz,2011:284). 양국은 

미등록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했으며, 일종의 자유방임정책이 모두

를 위해 좋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여기에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오랜 역사적 불신

(1846-1848 멕시코-미국 전쟁, 멕시코 외채위기, 미국의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군사주의, 미

국의 마약과의 전쟁) 등이 기여하였다(Rosenblum, 2006:99). NAFTA체결이후 양국은 협상에 

이민에 대한 양자간 대화를 포함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민에 대한 실무그룹과 양국간 영사

업무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997년 클린턴과 세디요는 ‘이민관리에 있어서 양

자간 협력 증진 책무’에 관한 합의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2001년 부시와 팍스는 ‘이민 허니

문’의 시기라 할만큼, 이민협력에 우호적으로 임하였는데, 미등록 이민의 하법화, 임시노동

자와 관련된 프로그램, 멕시코의 이민배출지에 대한 발전구상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9.11 사태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였으며, 미국의 국경 문제는 안보 문제화되었다. 이후 국경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캐나다와도 동일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지만, 멕시코와 미국

의 이민(migration)문제는 양자적 관계가 아닌 미국의 일방적 ‘이민(immigration)’ 문제가 되

었다. 멕시코 칼데롱행정부 또한 이민 문제를 안보와 멕시코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조직범

죄와의 싸움으로 의제를 옮겨갔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메리다구상을 통해 이러한 멕시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마마행정부 이후 미성년자입국자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등을 통해 이민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기

대하게 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역전되고 있다. 

9.11 사태가 양국간 이민문제에 난관을 제시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나프타 이후 미국과 멕

시코는 파트너십이란 방식으로 이민문제를 탈정치화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것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국제협력에 있어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담론들 즉 ‘공동의 책임’ ‘상호번영과 호혜’등의 원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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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불공정한 관계 또는 경제적 비대칭성에 대해 미국이 외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다(Kunz, 2011). 

국경경비와 강화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과정은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꾸준히 진행

되었지만(Arueta, 2016), 트럼프 행정부는 “크고, 아름다운 벽”(Becker,2018:1)을 건설하겠다

고 선언하였다. 이런 트럼프의 외침은 멕시코의 토지개혁와중에 치와와주 베니토 후아레스

를 떠나온 이민자의 “우리는 국경을 건너지 않았다. 국경이 우리를 건넜다”라는 말과 선명

하게 대비된다(Bacon, 2004:252). 



- 146 -

4절. 소결 :　규칙기반 지역사회 형성의 (불)가능성

NAFTA로 대표되는 북아메리카의 지역통합은 국가 주도의 협력 및 집합적 행위의 공식적 

제도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주의’보다는 무역자유화를 주도하는 기업과 그리고 이에 대응

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자유화에 따른 상품과 인구의 활발한 이동 등 ‘아래로부터의’ 과정으

로서의 지역화로 규정될 수 있다. NAFAT는 새로운 ‘지역적 단위’의 형성이라기보다는 세계

헤게모니 국가이자 지역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묶어두는 

허브-스포크 구조, 즉 3자적 관계라기보다는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의 양자적 결합물에 

가까워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 상위의 초민족적 제도의 형성도 미진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NAFTA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쟁도 미국-멕시코간의 관계, 실질적으로는 지

역통합의 약한 고리인 멕시코에 집중된다. 이는 또한 NAFTA가 2개 선진국과 1개 개발도상

국의 결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NAFTA가 미친 영향은 상당하며 초

민족적 제도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NAFTA는 개별국가의 입법에 일종의 ‘구속효과’를 발휘

하면서 3개국의 정책적 수렴을 낳았다. 이 같은 특성들은 NAFTA가 단순한 무역체제나 지

역통합이 아니라 미국 주도하의 일종의 지역적 규율체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 있어 NAFTA는 초민족적 제도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NAFTA 협정문과 노

동·환경 부속협정 등을 통해 단순한 경제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규칙-기반’의 

지역통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규칙-기반의 지역통합은 투자 그리고 노동과 환경이라는 지

역통합의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분쟁해결절차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자유무역협정의 규칙

과 분쟁해결절차는 실제로는 투자자 보호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NAFTA에

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노동·환경 영역에서도 (원론적으로는) 규칙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통합의 사회적 영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협정의 설정 자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이외에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시장과 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적

어도 지역적 수준에서의 각종 사회적 의제가 국가중심 행위자에서 비국가행위자들로 이행하

는 효과, 즉 ‘권위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된다. 따라서 NAFTA가 창출한 사회적 공간에는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적 수준의 다자적인 제도적 장치가 공존하는 공간이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정부행위자·비정부행위자 등이 규칙을 놓고 쟁투하게 되며 이것인 

NAFTA 지역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2개 선진국과 1개 개발도상국이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회원국간 개발격차

가 제기된다. 그리고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내 인적 자본의 개발, 산업정책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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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지역협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통상적인’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NAFTA는 이 모든 것을 시장 기제를 통한 개인별 소득의 향상으로 해소하고자 한

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회적 의제는 NAFTA 부속협정 속의 분쟁해결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NAFTA 지역통합의 특성으로 인해 역내 개발격차 특히 멕시코와 미국 간 개

발격차, 특히 시장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소득 격차는 양국간의 불법 이민 즉 국경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역내의 고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협력이 부재한 가운데 노동·환경과 같은 비시장적 요

소를 둘러싼 논쟁은 개별 회원국내 노동표준, 환경기준의 적절한 집행으로 환원되며 이를 

위한 규칙들이 NAFTA부속협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의제 그리고 사

회적 계약의 규칙으로의 치환을 의미한다. NAFTA는 노동·환경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노

동·환경의 양 부속협정하에서 각각 노동협력위원회와 환경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이

슈들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집행의 양상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노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별 국가의 행정위원회 중심의 개별민족국

가의 영향력하에 있는 반면 환경협력은 준-지역적 협력체계의 가능성과 비정부행위자들의 

권한의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동표준을 둘러싼 규칙의 정치화와 북미노동시장 통합

의 가능성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시장기제와 이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들속에서 NAFTA의 지역협력

은 비정부행위자들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NAFTA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비정부행

위자들의 활동은 특히 기업들의 로비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는 노조·환

경·인권 활동가들 또한 노동·환경 부속협정을 정치쟁점화 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벌

이고 있다. 요컨대 NAFTA 비판자와 지지자 모두 민간 중심의 지역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무역 등 경제적 영역에서 우위를 차지한 자본과 달리 노동·

환경분야에서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NAFTA 부속협정에 따라 기업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

여 규칙들을 정치화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시행한다. 달리 말하면 

NAFTA가 신자유주의적 기획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지역형성 전략이 제시

되지만 주로 규칙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규칙기반’의 틀에서 규칙의 변경과 준수

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여타 지역경제통합과 구별되는 NAFTA 규칙에 기반

한 ‘시민청원기제’가 비정부행위자들간의 지역적 협력을 이끌어낸다. 

한편 환경, 노동, 개발격차의 문제들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접경 지대에서 다양한 형태

로 결합된다. 환경의 경우 북미 접경지대를 대상으로 하여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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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환경협력위원회와 북미개발은행이 NAFTA와 함께 별도로 수립되어 통상의 지역개발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지대의 환경 문제는 결국 멕시코의 노동력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

하는 곳에 노동환경 및 환경규제가 열악한 장소로 기업들이 모여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마낄라도라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인구가 집중된다. 또한 방

대한 영토를 접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이민 문제의 

원천이다. NAFTA가 멕시코의 경제성장을 통해 멕시코 불법이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주요한 정치적 수사임을 감안할 때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의 증가는 NAFTA가 성공

적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추진하는 ‘경쟁적 자유화’의 전범이면서 이를 지리적으로 인접

한 국가간의 지역통합에 활용한 사례이다. 또한 무역협정에 노동·환경이라는 지역통합의 

비시장적 요소를 연계하고 이를 부속협정이라는 형태의 규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NAFTA는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의제들을 규칙을 중심으로 부속협정의 조항과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요소와 의제들을 규칙 내로 흡수하였다. 그리고 이 규칙

들을 중심으로 기업·시민단체, 환경·노동활동가 등 비정부행위자들이 지역의 사회적 쟁점

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을 전개한다. 규칙 앞에서 국가는 이들 비정부행위자들과 동등한 입

장으로 지역협력의 장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NAFTA 지역경제통합에서는 자유로운 투자와 상품 유통, 그리고 이에 따른 (상품

으로서의 노동의 자유로운 유통이 아닌)인구의 이동 그리고 규칙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갈

등과 협력을 통한 활발한 ‘지역화’의 움직임이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공간을 창출한다. 그러

나 여기에는 시장기제 이외에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권리 또는 사회적 공간을 관리할 초

민족적 통치체가 부재하다.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서의 균일한 공간의 창출에 상응하는 시장

기제 이외의 개발격차 해소 방안의 결여, 사회적 권리의 부재 속에 노동·환경이라는 비시

장적 요소의 문제들이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자 윤리적 장소로서 ‘접경’에 집결되어 출현한

다. 여타 지역경제통합의 물리적 연계와는 구별되는 접경지대의 지역개발협력이 필요한 이

유가 여기에 있으며, 민족적 경계를 넘어 NAFTA로 상징되는 북미의 지역적 사회 형성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접경에 집중된다. 

현재 캐나다·미국·멕시코 북미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아름다운 벽’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2018년 기존의 NAFTA협정이 폐기되고 미

국·멕시코·캐나다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AMCA) 체결되었

다. 그렇지만 여전히 ‘NAFTA의 아이들’은 접경지대와 역내 회원국 내에서 태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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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권리기반 지역사회 형성 : MERCOSUR와 라틴아메리카 

1절. MERCOSUR 지역통합의 특징

1.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1) 라틴아메리카주의의 역사적·지역적 배경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추진되던 19

세기 초로 소급되는 고유한 지역주의의 역사를 가졌다.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라틴 아메리

카는 19세기에는 영국이 주도했고 20세기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경제 내에서 오랫동안 ‘종속

적’ 지위에 머물렀는데, 라틴 아메리카 지역주의는 이런 ‘종속’에 대항하는 하나의 이념적 요

소가 되었다. 특히 20세기에는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 ‘독립적 라틴아

메리카’와 ‘연대주의’의 이상이 지역 내 역사를 관통해서 지속되었다. 그런 이상은 미국의 불

개입과 라틴 아메리카의 자주권 및 독립을 라틴아메리카주의 ‘신성한 원칙’으로 만들었다

(Fawcett, 2005; Bianculli, 2016).  

19세기말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아메

리카공화국국제연맹(IUAR:International Union of American Republics)의 결성, 볼리바르-차

베스주의에 드리운 19세기 초 볼리바르(Simon Bolíbar)의 흔적 등에서 보듯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범(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뿌리깊은 전통이 있다. 물론 이러한 ‘범아메리카주의’는 미

국 주도의 ‘북반구 아메리카주의’와 19세기 초 볼리바르와 벨로(Andrés Bello) 등에 의해 영

향을 받은 남반구의 아메리카주의의 전통으로 구분된다. 19세기 말 이후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과 먼로주의에서 비롯되는 미국의 정책적 전통과 미국식 범아메

리카주의를 무시할 수 없지만,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는 볼리바르와 지역 사상가로서의 볼

로92)의 범아메리카주의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Dawson, 1987). 

볼리바르는 “신대륙 전체를 각 지역 간에 밀접히 연결된, 하나의 고리를 가진, 하나의 국

가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웅대한 구상임에 틀림없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역사, 하나의 언

어, 유사한 관습과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형태의 단일 정부를 형성하는 것은 

92) 볼로는 그의 저서 Principios de Derecho Internacional에서 주권, 평등, 비개입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

는 신생 아메리카 국가의 외부관계와 아메리카대륙내에서의 라틴 아메리카의 프레임을 제공하였다

(Daw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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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다른 서구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

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김기현, 

2013:4 재인용)  라며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차베스에게까지 

이어지는 ‘시몬 볼리바르의 꿈’이다. 또한 “군사적 개입”과, “헤게모니의 위험성” 등에 대해 

경고하면서, 지역주의의 강도가 지역적 안정성과 민주적 질서를 강화한다고 본 볼로93)의 사

상으로서의 라틴아메리카주의는 세기를 넘어 미국 주도의 ‘범아메리카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OAS94)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의해 주도된 MERCOSUR 그리고 2008년 결성된 

남아메리카국가연맹(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평가된다(Fawcett, 2005; 2012; 2015;Bruszt and Palestini, 2016:156-177). 

전간기와 2차세계대전 직후 OAS 헌장에서 보듯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포함하는 

아메리카주의의 이상은 높았으나 냉전의 현실은 그에 부합되지 않았다. 냉전 동안 미국 중

심의 범아메리카주의와 탈식민지 전통에 기댄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주의 입장은 대립한 측면

이 적지 않았으며,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던 라틴아메리카주의는 제 3세계 운동과 

연결되었다. 

미국 주도의 ‘범아메리카주의’와 ‘독립적 라틴아메리카’라는 라틴주의의 두 가지 모형은 아

메리카 지역주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볼리바르적 전통은 그 성패와 관계없이 2

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주의 구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에 의해 주도된 ‘범아메리카주의’는 

먼로독트린(1811), 일련의 범아메리카 회의(1889-1930), 리우조약(1947), OAS 결성(1948) 등

으로 구체화되었다. 미국의 범아메리카주의는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주

의의 증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민주주의, 인권, 무역, 발전 등을 다루는 공식적 다자주의적 

틀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Bianculli, 2016). 이러한 구상 중 하나인 미주기구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미국과 라틴국가들 사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

이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였으며, 냉전기에는 지역적 협력보다는 지역 안

보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970-80년대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갈등의 예에서 보듯이 

그 비효율성을 드러내었다(Bruszt and Palestini, 2016:156-177).

한편 라틴 아메리카는 민족국가 형성과 결부된 라틴아메리카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

다. 1950-60년대 라틴아메리카는 냉전의 영향 하에 있었으나 많은 지역적 구상이 등장하였

93) 볼로이외에도 대륙적 균형을 위해 라틴지역주의 또는 범아메리카주의를 주장한 사람들로는 아르헨티나

의 후안 후앙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 미국의 블레인(James G. Blaine) 등이 있다. 

94) OAS 헌장 3장 6조는 국가들의 평등, 15조는 비개입, 16조는 비폭력, 17조는 영토에 대한 불침범 등을 

명기하고 있다(Fawcett, 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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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주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통일보다는 지역적 수준의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한 패쇄

적 단위의 경제 협력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UN의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ECLA: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의 프레비시(Raul Prebish)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통합기구(INTAL:Institute for the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and Caribbean)에 의

해 고무된 것으로 지역시장 형성을 통해 자치와 발전을 달성하고자 했으며 지역의 정치경

제적 종속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은 종속이론으로 이어졌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저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까지 이어진다. 이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역시장을 경유한 

민족적 경제공간 형성 전략과 지역적 차원의 통합을 함께 추구하였으며, 수입대체산업화전

략을 옹호하였다(Bianculli, 2016). 이들의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대외 수출개방경제를 지지하

는 정통 주류 경제학과 사회 구조 혁신과 또 다른 대외 자본 및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좌

파들로부터 동시의 반대에 직면한다(Ocampo and Ros 2011). 또한 1차 산품의 수출에 의존

하는 민간 부문과 자유주의적 중간 계층으로부터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였다(Bresser, 2011). 

이러한 토착적 발전에 대한 열망은 다양한 지역통합의 움직임을 낳았는데,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카리브공동체-공동시장(CARICOM: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안데스그룹(Andean Grop) 등이 그 예이다. 이 중 LAFTA는 대륙적인 규모의 

프로젝트로 남아메리카 모든 국가와 멕시코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내부적 갈등과 라틴아메

리카의 종속적 구조 등으로 LAFTA는 성공할 수 없었으며, 이후 체결된 움직임들도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Bianculli, 2016, Fawcett, 2005; Söderbaum, 2016: 19-26). 

이렇듯 여러 시도들이 실패로 끝났지만 197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전통의 역

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주의는 토착적인 발전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결집을 통한 실질적인 독립과 집합적인 협상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미국과 동등한 대륙으로서의 독립적 지위의 확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들

은 이후 지속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Fawcett, 

2005:39-40). 

1970년대 미국의 지속적 영향력 하에서의 일종의 군사적 민족주의 시대를 지나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과 탈냉전을 전후하여 라틴아메리카는 새로운 지역주의의 시대로 접어든다. 

라틴아메리카의 외채 위기는 경제적 정치적 자유화의 과정을 열어두면서 라틴아메리카를 

‘세계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였지만, 오랫동안 형성된 지역적 행위자와 제도들,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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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차원의 법적 규범과 실행의 네트워크의 활성화, 서구와의 유사성 등은 아시아나 아

프리카에 비해 빠르게 지역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지역주의 형성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선택을 복잡하게 하였다. 미주 구상을 위한 기획(1990), 산티아고 결의

(1991), 마이애미 정상회의(1994)등의 이상주의적 모습과 달린 남미, 북미 대륙들은 하위 대

륙내의 여러 부분들, 예를 들어 MERCOSUR, NAFTA 등의 지역적 하위체계들로 등장하게 

된다. 개별적인 하위 체계 통합의 구상의 공통점은 이들이 패쇄적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 제도와 국가대 국가간의 관계이외에 노동, 토착민, 민간 

부문이나 경제적 단체 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국가 기반의 지역적 행위 또한 증대되었다. 

지역 정책이 여전히 국가의 영역과 공적 제도 속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비국가행위자들

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유럽을 제외한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수와 규모 및 

상대적 힘 또한 커졌다. 이러한 지역적 협력의 구조는 정치, 경제 안보가 뒤섞여 있었으며 

복합적인 지역적 아젠다를 가지게 된다. MERCOSUR는 경제통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치

적이었으며 NAFTA는 정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Fawcett, 2005, 

Bulmer-Thomas, 2001:1-13). 

‘어떤’ 지역 통합의 모델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강한 

지역주의 전통과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자성을 찾고자 한 중남미 아메

리카에서 지역주의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멕시코와 브라질이라는 두 개의 지역강국이 설정하

게 된다. 두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초기 입장, 즉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이전의 적대감을 버렸고 브라질은 초기의 범 아메리카주의를 버렸기에 이들은 “세계화로 가

는 경로”에 있어서 분화된 지역주의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NAFTA와 MERCOSUR라는 두 

가지 전망으로 나타난다. NAFTA는 무역협정인 반면 유럽적 모델에 보다 가까운 

MERCOSUR는 공동시장, 시민정부, 민주주의 공고화와 공통된 제도라는 이상을 결합한다

(Hakim 2002). 

대륙적 범위의 범아메리카주의가 아닌 분화된 지역주의라는 세계화의 경로는 1990년대 

이후 지역적인 것과 글로벌한 차원의 타협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점들은 NAFTA, 

MERCOSUR 형성의 기본적 틀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

지만 라틴아메리카로서는 범아메리카주의의 현실적 형태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라틴아메리

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합 NAFTA, 태평양동맹, 안데스공동체, MERCOSUR, UNSUR 

등이 회원국이 중첩되면서 공존하고 있다. 또한 다층적 수준에서의 지역적 행위자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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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종 민주주의와 인권 등 아젠다 형성을 통해 세계화와 불평등을 경감시키고 국가들 사

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적 지역주의 틀에서 개발협력은 통합된 라틴아메리카를 형성하고자 

하는 범라틴주의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범라틴주의에는 지역적 범위 뿐 아니라 계층

적으로도 모든 이들을 포괄하고자하는 일종의 ‘사회-연대’적 욕구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2)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의 중첩성과 MERCOSUR의 형성 

1980년대 중반까지 시기의 구지역주의 시대와 일련의 위기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민

주주의의 복구와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이 계기가 되어 이전 지역주의 도식 즉 CACM, 

CARICOM, 안데스 협정 등이 새롭게 정비되거나, MERCOSUR와 같은 새로운 형태들이 만들

어졌다.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새로운 움직임은 북-남 지역협정이라는 새로운 방식과 병

행되었는데 이전에는 행해지지 않던 방식이었다(Fawcett, 1995).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독자적 지역주의와 미국 주도 

범아메리카주의의 새로운 변형이었다. 한편으로 ECLAC가 “개방적 지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사회정책과 함께 기술적 혁신, 생산통합을 추구하는 포괄적 전략

을 제시한 반면(ECLAC, 1994), 세계은행과 IMF 등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략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일종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내세

운 것은 유사하였다. 1990년대 ‘새로운 지역주의’는 이전의 보호주의를 통한 산업화 증진과 

종속에의 탈피의 전도라 할고 할 수 있는데, ‘주변화’에 대한 위협과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서 라틴아메리카의 협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라틴아메리카로 하여금 세계 경제로

의 편입을 통한 심화된 상호의존 속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적 구상이 전개되어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이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로 전환되고, 안데스 협약을 대신해 안데스공동체(CAN)가 결성되었다. 

1991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5년에는 남미공동시장에 대응하는 경제통합체로 멕시

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G3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미국은 NAFTA(1994)를 

시작으로 아메리카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을 추진하였다(김기현, 2013: 5). 

기본적으로 NAFTA, FTAA 그리고 아메리카 정상회담 등은 미국 주도의 범아메리카주의

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미국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려한 시도였

다. 다른 한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연계된 MERCOSUR의 성립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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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아메리카 지역 하위 체계 통합의 대표적 움직임으로서 정부간 협상과 ‘라틴’이라는 공통된 

문화적 가치에 토대하여 미국과는 거리를 두려는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움직임의 하나였다

(Grugel, 2005: 1064).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모델의 난항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온드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서 좌파 정부가 

등장하고 이들은 대안적인 정치적·경제적인 발전 정책을 추구하였다. MERCOSUR의 양대 

축을 이루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대통령은 MERCOSUR를 확대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이

슈를 포함한 새로운 구상들 UNASUR(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ALBA(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s), CELAC(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PA(Pacific Alliance) 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아젠다가 증대되

고 각종 제도적 규범을 채택한 수많은 지역주의 구상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독자적 지역통합이라는 축과 개방적 지역주의 하에서 자유무역의 확장 또는 FTA중심의 미

국적 모델의 강화와 지속이라는 측면은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

주의 구상은 워싱턴컨센서스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신 속에 이루어지거나

(Sanahuja, 2007; 2010),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의 부분적 탈구의 형태로 진행

(Riggirozzi and Tussie, 2012)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형성에는 역외 행위자들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는 라틴아메리카에 무역과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지역통합 발전과 공고화

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De Lombaerde and Schulz, 2009).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미국의 

‘분할 통치’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통합적 지향을 반영함으로서 라틴 지역에서 상이

한 지역거버넌스를 낳게 하였다(Grugel, 2006), 미국과 EU가 상이한 지역통합의 모델을 형

태를 제시하였지만 양 자 모두 절차적인 것, 규칙과 원칙의 표준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

다(Botto and Bianculli, 2011).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영향력의 증대, EU가 애초의 지역간 

주의에서 후퇴하고 브라질을 ‘전략적 동반자’로 지칭하면서 콜럼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과 

양자적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고 있다(Bianculli, 2016).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강하고 

연속적인 지역협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 및 협력의 제도화는 취약하게 남아 있으며, 법

률의 과잉과 법준수와의 불일치를 보여준다(Dabè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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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명 년도 회원국 비고

G3 1991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MERCOSUR 1991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SICA(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1991

Guatemala, Belize, Costa Rica, Nicaragua, 
Honduras,
Panama, El Salvador

NAFTA 1992 Canada, Mexico, United States

Free Trade Area of 
South
America (FTASA)

1993 미확정 브라질(프
랑코) 제안

ACS(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1994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St Kitts & Nevis, St 
Lucia, St Vincent,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Venezuela 
Associate members: Aruba, France, 
Netherland
Antilles, Turks and Caicos

Free Trade Area of the 1994 쿠바를 제외한 남북미 모든 국가(34개국) 미국(클린

<표 4-1> 라틴아메리카의 지역통합의 흐름(Dabène, O. 2009:22-23 수정)

<그림 4-1>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중첩성 (Closa&Cassini, 2016: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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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FTAA) 튼)

CAN(Adean Community) 1996 Ecuador, Bolivia, Peru, Colombia, 
Venezuela

Initiative for the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 (IIRSA)

2000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Ecuador,
Guyana, Paraguay,

브라질(카
르도소) 제
안

Community of South-
American Nations (CSN)

2004 Peru, Surinam,
Uruguay, Venezuela

브라질(룰
라) 제안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ASUR)

2007

Argentina, Brazil, Guyana, Uruguay,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Chile, Guyana, 

Suriname, Venezuela 

베네수엘
라(차베스) 
제안

이러한 지역주의의 중첩 속에서 MERCOSUR는 라틴아메리카의 두 거대국가(동시에 유럽

지향을 가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주도로 시작된 통합체에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그리고 

회원국의 자격을 잃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회원국 승인 절차 진행 중)가 가입한 지역통합

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냉전해체와 구식 경제발전모델의 추락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역사적 

정치적 응답”(Lorenzo, 2006:1)이자 1990년대 이후 거세어진 신자유주의의 변형이다. 특히 

유럽연합을 추동한 두 나라, 즉 프랑스와 독일에 유비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두 국가, 

즉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초에 공통의 경제적 목적에 근거한 일종의 정치적 기

획으로서 MERCOSUR를 추진했다(Mecham, 2003: 369). 

아순시옹 조약에서 시작한 MERCOSUR는 협정체결당시 여타 경제통합보다 분명하게 회원

국간 무역자유화 일정을 규정하였으며, 대외공동관세수립, 분쟁해결, 거시경제정책 조정, 업

종별 산업정책,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제시하였으며 

부속서에 따라 1991년 6월 30일부터 6개월마다 회원국간 무역관련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하여 1994년에 완전 철폐를 지향하였다. 이는 통합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EU와 같은 통합

체로 나아가려는 회원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제협력 조치가 선언에 

그친 반면 대외공동관세 수립을 달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주로 무역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

다. 출범초기 MERCOSUR 통합이 지연된데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는 점, 1992년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 MERCOSUR의 최대지지자

였던 브라질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위기 와중에도 라

틴아메리카주의의 오랜 전통과 수입대체화 발전전략의 유산 즉 산업육성, 사회평등, 근대화 

등이 새로운 공동시장의 형성의 지속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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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MERCOSUR 회원국 지도(MERCOSUR 홈페이지) 

https://www.mercosur.int/en/about-mercosur/mercosur-in-brief, 검색일:2019.01.06.

아순시옹 조약 이후 오루프레토 의정서(Protocol of Ouro Preto) 체결을 통해 관세동맹구

축을 이행하였다. 또한 이 의정서로 인해 MERCOSUR는 국제적으로 법인으로 인정되었으며 

대외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징적으로 MERCOSUR 통합이 진전되

었다. 오루프레투 의정서의 성공적 체결의 배경에는 아손시옹 협정이후 역내 무역이 증가하

는 등 경제성장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적 안정과 환율

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이 안정화된 점, 해외자본의 유입이 1990년 이전에 비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범라틴국가 중 멕시코가 선택한 북미자유무역협정

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이 브라질로 하여금 MERCOSUR 통합에 더욱 노력하게 하였

다. 한편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메넴의 정권 재창출과 더불어 브라질 경제안정

화 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인 카르도소가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양국간 협조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루프레투 의정서를 통해 대외관세동맹에는 성공하였으나 다양한 

사회통합을 위한 약속들은 공동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는데, 노동 및 사회분야를 위

해 사회경제자문포럼이 만들어졌으나 의사결정권한이 없었으며, 분쟁해결장치 구축 또한 진

전이 없었고 정부간 정책 공조도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통합이 가속

화되리라 예상하였지만, 멕시코 페소화 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브라질의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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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지속적인 위기의 발생은 

MERCOSUR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회원국간의 갈등은 통

상분쟁상설재판소 설립, 대외세이프가이드제 마련, 자국화폐지급시스템 합의 구조조정기금 

조성, 사회문제연구소 개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김진오외, 2011). 

라틴아메리카의 오래된 범라틴주의의 전통과 지역주의의 중첩속에 형성된 MERCOSUR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회원국가들의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ASEAN과 

유사하지만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공동시장’을 이루었다는 점, 공동시장 형성 이후 FTA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지역경제통합에 대항하면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사회적 권리’의 

논의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발전주의적 지역주의로 이해될 수는 없다. 

2. MERCOSUR의 비대칭성과 제도적 특징

(1) 유럽적 제도구성과 정부간 제도의 편향성   

MERCOSUR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대통령이 아순시옹 

조약(Treaty of Asunción)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했다. 당시 MERCOSUR는 EU와 NAFTA

에 이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무역 블록으로 간주되었다. 불완전한 공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완료된 1995년 1월에 MERCOSUR는 지역 내 무역의 95%를 포괄하는 자유무역 지대이자 지

역 외부 국가와의 교역품의 85%에 공동의 관세정책을 갖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관세동맹

이었다(Carranza, 2006: 803). 

아순시옹 조약은 MERCOSUR의 목적이 자유무역지대를 넘어서는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

이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통합을 통해 민족시장의 차원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가진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근본조건이다”고 언급했다(Carvalho,2010) 또한 이 협정은 1980년 

몬데비데오 협정(Montevideo Treaty)95)의 목적에 준한 라틴아메리카 건설을 위한 노력의 

95) 1980년 중남이 11개국이 참여하여 체결한 몬테비데오 협정은 1961년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

을 대체하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을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다자간 통합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선 역내 교역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1981년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통합기구로 공식출범하였다. ALADI는 GATT에 의

해 정식 승인된 지역 경제통합체로서 MERCOSUR, CAN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체결된 시장통합 관

련 협정의 대부분이 ALADI의 경제보완협정의 틀을 활용했다(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brd/m_3860/view.do?seq=299139&srchFr=&srchTo=&srchWord=&srchTp=&

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titleNm= 2018년 1

월 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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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노력의 새로운 일환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여 공

동시장이라는 목표 속에서 MERCOSUR는 지역적 아젠다에 있어 강한 정치성의 증거를 보여

주며, 공공재 제공의 근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를 위한 규범, 

표준, 정책 등의 영역이 망라되었다. Duina(2004)가 지적하였듯이 MERCOSUR는 일종의 세

계에 대한 존재론적·규범적 관념에 의해 그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아손시옹 협정은 

1200페이지에 245개의 조항을 규정한 규칙기반의 NAFTA와 달리 광범위한 기본적 틀만을 

53개 조항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협정문 서문(Preamble)에서 언급된 포괄적 목적과는 달리 MERCOSUR의 법적 능

력과 실질적 범위는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나 다양한 정책적 조율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었으며, 단순히 공동시장의 창출이 사회정의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만이 

있었다(Correa, 2010: 396). 

아손시옹 협정에서 두 가지 주요한 기관, 1) 외무장관 및 경제장관들로 구성된 주요 의사

결정기구인 공동시장 위원회(Council of the Common Market, CCM) 2) 외무부, 경제부서, 

중앙은행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인 공동시장그룹(The 

Common Market Group, CMG)이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공동시장의 최상위 기관으로 공동

시장의 정치적 리더십과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기관인 공동시장그룹은 아순시

옹조약의 적용, 준수에 대한 감시, 위원회 결정을 강제할 수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권위를 

가지게 되어 있었다. 또한 협정은 공동시장그룹을 도와줄 ‘행정사무국’도 만들었다. 위원회

와 공동시장그룹 사이의 결정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었다. 아순시옹 조약에 의한 

조직적 구조는 유럽위원회나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독자적인 초민적적 제도가 없었으며 순

전히 정부간 기구로서 형성되었다. 한편 MERCOSUR가 무역자유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각종 노동과 사회보장의 이슈를 다룰 실무그룹도 형성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

었다.  

아손시옹협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로 정하고 그 때까지 공동시장의 최종적

인 제도적 구조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 17일 오로프레토 의정서에

서 1) 상업 정책을 관장하고 무역분쟁을 해소하는 MERCOSUR 무역위원회(MERCOSUR 

Trade Commission), 2) 각국 의회대표들로 구성된 연합의회위원회(Joint Paliamentary 

Commission), 3) 기업과 노조가 자신들의 이해를 주장하는 공식적 통로인 경제사회자문포

럼(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4) MERCOSUR  행정사무국 등을 추가하였다. 

이 중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그룹, 무역위원회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정부간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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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동시장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공동시장그룹은 해결책을, 무역위원회는 방향이

나 제안을 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유럽위원회와 같은 독자성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권한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합의회위원회는 회원국의 의회를 대표하는데, 각국의 의회가 지명한다. 연합의

회위원회는 각종 권고를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예산권, 입법권은 주어지지 않았

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도입한 EU의회와 비교한다면 매우 

취약한 기구이다. 한편 경제-사회자문포럼은 ‘경제와 사회 부문’을 대표하며, 권고를 할 수 

있다. 

MERCOSUR에 법인격을 부여한 오루프로토콜은 무역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일반적 절

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1년 브라질리아 의정서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직접적 협상, 공

동시장그룹의 참여, 중재 과정과 동일하다. 또한 브라질리아 의정서에 따르면 민간부분이 

회원국별로 공동시장그룹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분쟁해결기제에 접근할 수

는 없다 (Carvalho,2010; Laursen,2010:250-253). 

한편 1994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제도들이 다양하게 추가되었다. 우선 1) 자문 

및 정치적 합의 형성 포럼(1998), 이 기구는 외무부의 고위급 관료로 구성되어 MERCOSUR

의 정치적 차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장관회담 3) MERCOSUR 상설대표

위원회(2003) 4) 상설재판소(Permanent Review Court), 올리보스의정에 따라 2002년에 만들

어진 의사결정기구이다 5) 행정노동재판소, MERCOSUR 사무국 관료와 직원들로부터의 불만

을 다룬다(Pena&Rozemberg 2005).  

또한 2003년에는 행정사무국이 MERCOSUR 사무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에는 

MERCOSUR 구조수렴기금이 만들어졌다. 2007년에는 도시·지역자문 포럼이 만들어졌다. 

2007년에는 연합의회위원회를 대체하는 MERCOSUR의회가 만들어졌다. 2007-2010년 각 회

원국별로 18명의 대표로 구성된 1단계를 지나 직접선거 및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권이나 예산권 등은 가지지 못한다(Caetano et al. 

2009). 상설재판소나 의회의 설립은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EU와 같은 권한을 확보

하지는 못했다. MERCOSUR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적인 틀은 아

순시온 협정과 이후 서명된 의정서(protocol), 그리고 MERCOSUR의 결정력 있는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MERCOSUR 운영과 관련된 것 이외에 대부분의 

규정은 회원국 내에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Filho et al., 2010: 29-56; Correa, 

20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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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MERCOSUR는 EU의 다양한 기구들을 모방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형성하였지만(표 

4-2 참조), 제도적 현실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기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정부간 

협상 기구로서 EU 등의 초민족적 구조와는 다르다. 그 의사결정은 정부간 협의와 합의의 

규칙이 기반을 둔다(Lenz, 2012). MERCOSUR의 제도들은 회원국으로부터의 권한의 이전이

나 위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지역 차원의 재판소 같은 것도 출현하지 않고 있으며, 갈등

에 대한 해결은 외교와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럽과의 긴밀한 관계와 남아메리카의 문

화적 종별성에 기초한 MERCOSUR는 시장중심적인 미국 주도의 FTAA와는 구별되는 지역적 

제도를 표명하였으나 MERCOSUR의 이상과 제도적 현실은 민족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이

해를 따르는 정부의 엘리트를 위주로 형성되었다(Grugel, 2005:1064). 

구분 EU MERCOSUR

통
합
과
정

통합 시작일 1951년 4월 18일 1991년 3월 26일

통합의 정도 경제동맹
자유무역지대와 공동시장 

사이

회원국수 28개국 4개국

제
도

의사결정기구 유럽위원회 공동시장위원회

집행부 유럽위원회
공동시장그룹

MERCOSUR무역위원회

입법 유럽의회 연합의회위원회
(실질적 권한없음)

사법 유럽 사법재판소 사후적 형태의 중재기구

자문기구
지역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경제사회자문 포럼

행정업무 유럽위원회 MERCOSUR 행정 사무국

<표 4-2> EU와 MERCOSUR의 제도 비교(Auste, 2003:51 수정)

이러한 MERCOSUR의 정부간제도의 성격은 초기에는 제도 형성에 있어 유연성과 비용절

감 효과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비정부행위자들이 지역적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세세한 사항까지 규칙과 계약적 조항을 기재한 NAFTA와 달리 광범위한 기본틀만을 제시한 

MERCOSUR의 제도적 틀은 공동시장의 목적과 이상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정부간제

도의 틀에 흡수되어 구체적 사안에서 효율성을 상실하는 효과를 낳았다. 제도의 하부 단계

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제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과중하였고, 대통령 중

심의 국가수반이 개입하여 교섭을 푸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후 뒤따른 조치들이 쉽지 않았

기에 정부간 제도로서의 신뢰성 또한 손상시켰다. 또한 MERCOSUR의 법적행위는 중재적 

적용이나 직접적 효과가 없었으며 국내 입법이나 행정 행위로 전치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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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MERCOSUR 회원국 인구 및 면적 비율

(Bouzas&Soltz, 2001). 한편 협정의 성격, 제도적 역량, 리더십, 지역통합의 성과에 따른 제

도적 특징은 <표 4-3>과 같다. 

협정의 성격 제도적 역량 리더십 성과 

기본협정 주권의 위임 
양도 없음

브라질의 약한 
리더십(브라질의 

의지의 문제)
불완전한 관세 동맹

관세동맹과 
공동무역정책에 

특화

재분배기제 
:구조수렴기금을 

2006년 설립

약한 제도적 
리더십

약한 시행력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협조

사후적인 
분쟁해결기제, 
사회적 형태의 
분쟁해결기제 

* MERCOSUR 기획
은 성공적이지 못하
였다는 인식의 확산

의정서에 의한 
조약의 보완 

<표 4-3> MERCOSUR의 제도적 특징(Laursen, 2010:256 수정) 

(2) 구조적·정책적 비대칭성의 제도적 영향력 

MERECORSUR는 NAFTA 또는 아세안의 개발격차와는 구별되는 근본적인 비대칭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라틴아메리카 하위지역체계의 통합인 MERCOSUR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면적 등 회원국별 물리적 요소와 실질 GDP 등 간단한 경

제지표만 보아도 회원국별 비대칭성은 한눈에 드러난다. 

출처 : Wikpedia 영문버전 각국별 항목, 검색일: 2018.12.22.(인구의 경우 위키피디아 회원국별 추정치 활용)

<표 4-4>에서 보듯이  1991년 아손시옹 협정당시 회원국의 실질GDP(2011년 기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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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8 2002 2008 2014

아르헨티나 19.3% 21.8% 17.2% 20.3% 21.2%

브라질 78.0% 75.4% 80.2% 77.1% 75.9%

파라과이 1.2% 1.1% 1.2% 1.2% 1.3%

우루과이 1.6% 1.7% 1.4% 1.4% 1.6%

<표 4-4> MERCOSUR 회원국의 실질GDP 비율(2011년 기준)

2005 2008 2010 2012 2014

아르헨티나 17.4% 17.7% 18.1% 18.7% 18.6%

브라질 68.9% 67.4% 67.5% 67.3% 66.8%

파라과이 1.0% 1.0% 1.0% 1.0% 1.2%

우루과이 1.2% 1.2% 1.3% 1.3% 1.4%

베네수엘라 12.8% 14.4% 13.6% 13.1% 13.6%

<표 4-5> MERCOSUR 회원국의 실질GDP비율(2011년 기준)(베네수엘라를 포함할 경우)

은 브라질이 80% 2014년 현재에도 이러한 비중의 차이는 크게 변함이 없다. 2012년 정식

가입 후 ‘민주주의’ 문제로 2016년 회원정지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경제적 규모 외에 인구와 면적, 지정학적 위치 등 물리적 면에서도 커다란 비대칭성을 가진

다96)(IDB-INTAL, 2006;2007).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은 정책적 비대칭성에도 그대로 반영

된다.  MERCOSUR에서 브라질은 지나치게 큰 나라이며 EU와 같이 투표에 가중치를 둔다

면 브라질은 MERCOSUR를 지배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브라질이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MERCOSUR는 지역적 차원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Mattli, 1999a:160). 

출처: Penn world Table ver 9.0(https://www.rug.nl/ggdc/productivity/pwt)

출처: Penn World Table ver 9.0

남아메리카 지역통합의 특징과 진화의 방향은 세계적인 전략을 포함한 브라질의 대외정

96) 이러한 ‘구조적’ 또는 ‘자연적’ 비대칭성 이외에도 MERCOSUR는 회원국의 경제정책 또는 공공정책의 독

자성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비대칭성(IDB-INTAL, 2006:39)도 MERCOSUR의 비대칭성의 단면을 이룬다. 

MERCOSUR 리포트 11(IDB-INTAL, 2007:58-59)에서는 이를 구조적 비대칭성 정책적 비대칭성으로 재정

의한다. 구조적 비대칭성은 대체로 쉽게 바뀌지 않는 지리적 규모, 인구규모뿐 아니라 경제적 발전(부, 

인프라의 양과 질, 노동력 질, 제도의 질적 역량), 시장유연성, 회원국내 권한 등을 지칭하며, 정책적 비

대칭성은 공공정책, 규제적 개입, 조세 인센티브, 투자·수출 증진 프로그램, 원산지 정책, 다양한 보조

금, 각종 수입체제, 특혜적 조건하의 재정 등 지역경제통합 이후 정책 공조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비대칭

성을 지칭한다. 구조적 비대칭성의 해소는 회원국별 차별적 정책에 대한 협상, 직·간접적 지원 등의 해

결책을 동반한다. 이는 제도적 능력의 향상과 재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책의 동조화를 요구하는 정책

적 대칭성의 해소는 각국의 정책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제기에 비해 해소에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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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브라질의 동맹전략,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조정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Revelez, 2012). 

냉전의 해체 이후 브라질은 MERCOSUR를 국제적 개입의 핵심적인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자 했다. 2000년대 말까지도 MERCOSUR의 구조는 브라질의 정책 엘리트의 이해에 부합하

는 것처럼 보였으며 브라질은 브라질의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관계, 세계무역기구와 G-20회

의에서 브라질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데 적합한 지역통합형태로  MERCOSUR를 활용하였다

(Vigevani and Ramanzini-Júnior, 2011: 127).

MERCOSUR의 내적 발전에서 볼 때 MERCOSUR 출범 이후 소위 브라질의 ‘람보’적 지위

는 지역통합의 발전의 원인이자 장애로 작용해왔다97). 1990년대 브라질의 지역적 리더십은 

메리코수르의 즉각적 성공에 기여했다. 관세동맹이 불완전하나마 재빨리 수립되었고, 역외 

투자가 증대되었으며 EU와 MERCOSUR는 지역간 무역협정을 협상하였다(Calfat and Flores 

2006) 역내 무역이 증대되어 MERCOSUR는 개발도상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기구라고 

불리기까지 했다(Vaillant 2005).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MERCOSUR에서 고안했지만 그것의 실행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특히 화폐 및 재정정책의 조정장치가 부재하고 지역 내 금융적·정치적 

불안정성이 만연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 농업 

부문을 촉진시키려는 브라질의 민족적 이해도 지역적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가 되었

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말 MERCOSUR 회원국들은 일련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국가부도 선언 등으로 해외투자자들은 신흥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철수했다. 미달러에 고정되었던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브라질 헤화화는 평가절하 압

력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은 다른 MERCOSUR 회원국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변동환율제로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헤알화는 1/3 평가절하되었으며, 브라질 

수출 산업은 경쟁력을 회복했다. 이것이 2000년대초 10년간 브라질을 가장 역동적인 신흥

시장으로 만든 첫 출발점이었다. 반면, 아르헨티나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출 하

락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치명타가 되었었으며 경제적 위기로 치달았다(Hausmann and 

Velasco 2002). 경제 위기 속에서 아르헨티나는 결국 변동환율제로 바꾸어야 했고, 역사상 

가장 큰 국가부도 국가가 되었다(Cooper and Momani 2005).

97) 정책적 비대칭성의 해소에 있어서도 대다수 연구들은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유리함을 보여주지만, 정책

적 동조화에 대한 요구는 초민족적 통치체의 수립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기에 회원국 모두가 또한 이에 

저항한다(IDB-INTAL, 20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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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근린궁핍화전략(beggar-thy-neighbor)(Kronberger 2002)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위

기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MERCOSUR의 지역통합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특히 지역통

합의 양대 축을 이루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1999년에 무역분쟁이 발생한 데 이어 

2001년에는 공동관세정책이 각국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

질 사이의 무역전쟁이 일어나자 양국은 무역장벽을 재도입했다. 지역통합과정을 재시작하고

자하는 몇몇 시도에도 불구하고 MERCOSUR는 이후 활력있던 1990년대로 결코 돌아가지 못

하였다(Krophol, 2016:21-22).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공동시장’이라는 기획에 회의적인 견

해들이 제출되기도 했다(Gomez-Mera, 2005;2015). 

이러한 회의적 견해는 회원국들이 물리적 규모와 경제력 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질 뿐

만 아니라 MERCOSUR 통합에 대해 취하는 태도도 상이했기 때문이다. 지역 내 국가들 사

이에서 ‘공동시장’에 포괄되는 지역 내부 교역에 대한 의존성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브라

질은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무역구조를 갖고 있으며 역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브라

질은 주로 전략적·정치적 입장에서 지역통합에 참여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여타 소규모 

회원국들은 지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브라질에 비해 더 높았으며,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

도와 자본유출입에 대한 취약성도 더 높았다. 이들의 MERCOSUR 참여는 브라질보다 더 높

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더 많이 추동된 것이었다(Phillips, 2003).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등 

MERCOSUR 역내 소국들은 MERCOSUR 역내 무역이 그들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컸다. 공동 시장의 완성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이들은 통합과정의 효과, 무역자

유화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며 MERCOSUR로 인해 제 3자와의 양자적 협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Masi&Hoste, 2002).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입장이 달랐다. 특히 지역강국

인 브라질은 지속적으로 MERCOSUR  참여가 브라질 외교 정책에 있어 우선시되었으며, 룰

라정부(2002-2010) 하에서 남미 지역통합을 강조하였지만 지역강국인 브라질에게 있어 역내 

무역은 핵심이 아니었다(Correa, 2010:398). MERCOSUR는 브라질이 지역강국을 넘어 세계

적 차원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으며 브라질에게는 역외 관계가 더 

주요한 변수였기에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시에도 독자적 행보를 했던 것이다(Kraphol, 

2016:147-171).

이러한 비대칭성은 사실 아손시옹협정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전까지 라틴아메리카 통합

에 관한 협정들과 MERCOSUR와 같은 시기에 추진된 안데스협정 등은 소규모 경제에 대해 

차별화된 원칙을 두었다. 지오다노(Giordano et al.,2004:1)도 언급하였듯이 라틴아메리카에

서 일어난 모든 지역적 수준의 통합은 통합의 혜택에 대한 균등분배에 대한 높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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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을 반영하여 복잡한 법적·제도적 수준을 가지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아손시옹협정에

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영향하에 아손시옹협정은 회원국간의 상호호혜에 따

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단지 관세철폐의 일정에 있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게 차별성을 두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하여 통

합이 가속화된 것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제시된 상호동등성이라는 아이디어가 협정에 반

영되었다는 점, 아손시옹 협정 체결당시 공동시장의 형성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보다는 우

루과이, 파라과이 등 소규모 국가 경제가 훨씬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또한 

MERCOSUR 체결 이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자 사이에 협상되었던 경제상호보완협정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대브라질, 대아르헨티나 특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으로 인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서둘러 MERCOSUR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

손시옹 협정이 합의에 의한 결정체계를 가졌다는 것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로 하여금 상호

호혜성을 받아들이게 하였던 것이다. 

2003년이전까지 MERCOSUR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이해에 대한 예외적 경우만을 용인

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아손시옹 협정 부록1의 무역자유화 프로그램, 공동관세에 대한 최종 

적용체제에 대한 공동시장위원회 결정(#05/94), 공동동관세에 있어 자본재 수렴(CMC 

#07/94),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공동시장위원회 결정(#08/94) 등 일련의 조치가 뒤따랐다. 그

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티에라델푸에고 또는 마나우스 지역 등 일부 저발전 지역에 제한적

으로 적용되었고 해당 회원국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90년대에는 비대칭성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 정책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수많은 선언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보는 

없었다. 2003년 몬테비데오 정상회의에서 파라과이가 정식 문제 제기를 한 이후 공동시장위

원회는 파라과이에 대한 차별적 협상, 원산지 체계에 대한 파라과이 이해 반영, 공동관세제

도에 있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이해를 반영을 권리 부여, 역외블록의 자본재수입, 정보

기술, 통신, 광물 및 농업 투입에 대한 관세혜택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조치 중 MERCOSUR의 역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공동시장 위원회 결정 #27/03에 따

라 구조조정수렴기금(FOCEM)의 설립하기로 하였다(IDB-INTAL, 2007:60-61; 2008). 

이러한 조치들 외에 MERCOSUR 회원국들은 MERCOSUR의 틀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공동

의 무역정책이나 경제정책 조정 같은 애초의 목적을 위해 MERCOSUR를 ‘재추진하기’로 결

정하였다(IADB&IDB-INTAL, 2000). 제도적으로는 올리보스 의정서에 따라 무역분쟁 해소체

계를 위해 상설심리법원(Permanent Review Court), 상설대표위원회(CRPM), 의회 등이 새로

이 신설되었다.98)



- 167 -

2절. MERCOSUR 지역통합의 사회적 동학

1. 공동시장에서 사회적 MERCOSUR로의 진화  

(1) 생산요소로서의 노동과 권리담지자로서의 인간  

MERCOSUR가 지향하는 공동시장은 상품과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순환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손시옹 협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공동 시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국가들 사이의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 특히, 상품 및 

여타 동등한 수단들에 대한 비관세 장벽 및 관세 의무의 철폐(1조)”. 그러나 실제로 

MERCOSUR 국가를 비롯하여 여타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한 국가들은 상품이나 자본이 아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서는 주저한다. 생산요소인 노동의 비상품적인 속성은 필연

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책무와 주권의 제한을 요구하며, ‘사람’에게는 각종 권리

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Closa&Casini, 2016:147-148). MERCOSUR 또한 초기 인민의 자

유로운 이동보다는 생산 요소의 순환이라는 형태의 경제적 측면으로서 암묵적으로만 등장하

였다(Corti Varela 2011). 생산요소가 아닌 사람들의 이동은 회원국의 협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며, 아손시옹 협상 당시에도 10개 실무그룹의 활동 어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으

며 관세, 국경통제, 노동, 고용 사회적 안전을 다루는 하위그룹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졌으

며 사람의 이동은 시장기제의 관점에서, 즉 자본재,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필수적인 보완재로서만 다루어졌다(Maguid 2007; Pérez Vichich 2007)99).  

한편 MERCOSUR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1991년 MERCOSUR의 형

성에 합의하면서 ‘사회정의와 함께 하는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추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

회정의’라는 관념을 지역 통합의 중요한 전망으로 삽입하였다. MERCOSUR는 지역경제통합

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정체에 대한 조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실제로 지역경제통합은 독재정권 또는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출현한 국가들을 안정화사키는 

것에도 도움을 주었고 특히 MERCOSUR는 4개 회원국의 신생 민주주의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1998년, 2000년 파라과이에서 일어난 두 번의 군사쿠데타는 

98) 이런 변화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지역적 무역은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회복되었다. 2003-05년

에 역내 무역흐름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IDB, 2007). 

99) 국경지대에서 더욱 영향을 미치는 MERCOSUR 시민권과 관련된 상품요소의 순환과 관련된 MERCOSUR

의 주요 결의안은 <표4-6> 참고.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것은 <표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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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되었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지역의 무역체제 내에서 형성되는 독재 정권을 용

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Duina, 2006: 32). 

MERCOSUR의 이러한 시장외적 규범은 MERCOSUR를 끊임없이 ‘경제발전’의 프로젝트로서

의 공동시장과 사회·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사회적’ MERCOSUR사이에서 진동하게 한다. 

그리하여 MERCOSUR에 대해 두 가지 담론이 존재한다. 즉 한편에서는 MERCOSUR가 경제

적 측면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사회·정치적 측면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반면,  다

른 한편에서는 MERCOSUR의 주요한 결함이 민주적 요소의 결함이 아니라 경제통합의 근본

적 결함, 과도한 정치화, 기술적 문제의 정치적 관리라고 비판한다((Malamud&Castro 

2007:119) 

MERCOSUR는 그 출발에 있어 수많은 사회적 관심을 유발했지만, 강고한 계급적 차이, 부

진한 경제 속에 처해 있던 이 지역으로서는 어쩔 수없이 도입한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측면

이 있다. 또한 회원국사이의 비대칭속에서 MERCOSUR는 역내 불균등을 영속시키는 구조를 

지닌 측면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저발전’국가들이 진정한 거시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해두었다(Mecham 2003: 378). 따라서 MERCOSUR는 균형있고 균등한 발전의 

공간을 창출하기 보다는 실제로는 회원국들을 그들의 종속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

계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평가도 피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시장을 지향한 MERCOSUR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라

틴아메리카적 대응이었고 그 과정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라는 미국적 기획과 대립하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특수성’을 옹호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1991년 아순시옹 조약은 공동

시장으로서의 통합과 ‘사회정의’를 연계시켰고 유럽적인 ‘사회적 모형’의 지역통합과의 친화

성을 표현했다. 그리고 MERCOSUR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열망은 MERCOSUR의 

복잡한 이면의 표면처럼 지속적으로 ‘선언’되었다. MERCOSUR의 이러한 측면은 여타 라틴

아메리카 통합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의제와 관련 사회 정책이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구상들에 있어 주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FTAA 전략의 실패 이

후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둘러싸고 사회적 의제에 대한 논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소위 

“시민사회의 확증“(Friedman&Hochstetler, 2002)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사회적 풍경의 특

성이 되어 왔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시민권과 사회복지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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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상 관련 규정

사람과 
상품의 
순환

MERCOSUR 회원국 및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
콰도르, 페루 국민을 위한 거주 구상

Dec. CMC no28/02, Dec.
CMC no04/11, Dec. CMC
no21/11, Dec. CMC no20/12

여행을 위한 유효 서류 구상 관련 
Dec. CMC no18/08, Dec.
CMC no21/12, Dec. CMC
no37/14

MERCOSUR 회원국간 이주목의 행정 서류의 번역 
면제 관련 구상 

Dec. CMC no44/00

교통사고에 기인한 시민 의무 Dec. CMC no01/96

교통과 도로 안전을 위한 단일 규제 Res. GMC no08/92

물자 촉진을 위한 관세 처분 Res. GMC no121/96

국경 지점에서의 시간과 통합 통제 

Res. GMC no127/94, Dec.
CMC no04/00 (Recife
Agreement), Dec. CMC
no05/00, no18/14

국경 통제의 적격점 Res. GMC no29/07

MERCOSUR 국경지대에서의 기본 전신을 위한 공공
서비스 Res. GMC no66/97

상업 및 
생산 지
원 

소비자 보호 – 계약보증 Res. GMC no42/98

MERCOSUR 중소 규모 기업 정책 Res. CMC no59/98

MERCOSUR 생산적 통합 프로그램 Dec. CMC no12/08

MERCOSUR 가족 농업
Dec. CMC no45/
2008, Dec. CMC
no06/09

가족 농업 Dec. CMC no20/14,
Recom. CMC no02/14

<표 4-6> 시민권과 관련된 MERCOSUR공동시장 구상(생산요소 관련 규정)(Mondelli, 2018:432-435재구성)

그리고 2000년대 초 일련의 위기 속에서 MERCOSUR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였음에도 진

보정권 10년간 혁신적인 규제 구상들이 채택되었고, 지역적 이동, 사회·정치적 권리, 교육

부문에서의 중요한 규범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구조적 비대칭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차원의 

제도화에 대한 이슈가 MEROCSUR의 의제 일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회원국 특히 아르헨

티나의 사회정책 전문가 및 이들과 연계된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같은 지

역의 다자기구들이 이와 같은 논의들을 주도했다(Grugel, 2005: 1065). 이러한 과정을 통해 

MERCOSUR는 인간 및 사회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정을 강조하는 일종의 사회적 

MERCOSUR로 진화한다(SEL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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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RCOSUR 사회적 기구, Social Institute of MERCOSUR. ISM (2007)

2. 공공정책과 인권 기구, Institute of Public Policy and Human Rights. IPPDH (2009)

3. MERCOSUR 고위대표 High Representative General of MERCOSUR. ARGM (2010)

4. 사회적 참여단위, Social Participation Unit. UPS (2010)

5. FOCEM 기술적 단위, FOCEM Technical Unit. UTF (2006)

6. 상설 검토 법정, Permanent Court of Review. TPR (2005)

7. 법적 통치의 증진을 위한 MERCOSUR센터, 
MERCOSUR Centre for the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CEMPED (2007)

8. 사회적 행동을 위한 장관급 조정위원회, 
Commission for Coordination Ministers of Social Action. CCMAS (2008)

<표 4-7> 2006-2010년 신설된 MERCOSR의 제도적 공간(Mondelli, 2018:431 재인용) 

공동시장으로서의 MERCOSUR(경제적 MERCOSUR)와 사회적 MERCOSUR 사이의 진동이 

남아메리카 통합에 대한 정치적 불안정을 표상함에도 불구하고 MERCOSUR가 일련의 시민

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리고 통합과정과 관련된 제도들이 이러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표 

4-7). 

그리고 일련의 조치들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노동(권)과 관련하여 1998년 

MERCOSUR는 사회-노동선언을 통해 12개의 정부, 노동, 기업 회원들로 구성된 3자의 

MERCOSUR 사회-노동 위원회을 형성되었다(Motta and Lengyel 2003). 그리고 2015년 품위

있는 노동(decent work), 사회-노동 선언의 국가 정책에의 반영을 목적으로 새로운 사회-노

동 선언이 MERCOSUR 회원국 대통령들에 의해 채택되었다(Castello, 2016).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지역 고용회의와 노동장관 선언은 고용문제를 지역적·민족적 수준의 공공정책의 

중심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공동시장위원회는(CMC)는 고위급그룹

(GANEmple)을 만들었다(CMC Desion 46/04). 이러한 제안은 2006년 코르도바 정상회담에

서 승인되었는데, 여기에서 MERCOSUR를 위한 사회적 아젠다 수행과 정식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전략은 두 가지 원리에 기반한다. 우선 고용은 미·거시 경제정책의 정

교화와 더불어 노동·사회·교육 정책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모든 정책은 

기본권에 대한 ILO선언과 사회-노동 선언에 포함된 노동권과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근간하

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지역적·민족적 수준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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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러한 고용 및 미·거시 경제정책의 수렴과 지역적 

비대칭성의 해소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CMC 결정 45/04, 18/05 등을 통해 구조수렴기금이 

지역통합의 재분배 기제로 수립되었다. 

또한 1999년 MERCOSUR 통합을 위한 농업, 농작물, 지질, 기술전문체 위원회 등은 해외 

건축가들에 의한 전문적 활동의 한시적 활동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기도 하였다(Ceriani 

Cernadas, 2013). 또한 2000년 회원국의 교육부 장관들에 의해 대학학위 등 고등 교육에 

대한 상호인정에 대한 MOU가 체결되기도 하였으며, 고등교육을 위한 질적 승인을 위한 네

트워크인 이베로 아메리칸 퀄러티 네트워크 등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고등교육의 상호인정 

또는 협력과 관련하여 MERCOSUR에서 흥미로운 발전은 2008년 라틴 아메리키 통합 연방대

학(UNILA)의 설립이다. 설립읜 목적은 학부와 대학원이후 과정에 10000명 정도를 입학시키

는 것인데,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칸 양심’을 가진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범주 구상 관련 규정

노동·사
회안전

MERCOSUR 회원국 및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국민을 위한 거주 구상

Dec. CMC no28/02, Dec.
CMC no04/11, Dec. CMC

no21/11, Dec. CMC 
no20/12

MERCOSUR 사회적 안전에 대한 다자 협정 Dec. CMC no19/97

MERCOSUR내에서의 노동 감독 절차에 대한 최소 조건 Dec. CMC no32/06

교육

교육통합, 인증 승인, 초중급 연구와 타이틀(기술적인 것 
제외) 동등 대우에 대한 약정서

Dec. CMC no04/94,
Dec. CMC no15/08

통합약정서, 졸업, 자격증명, 중급 기술 연구와 인정 및 
유효화

Dec. CMC no07/95

MERCOSUR 회원국 대학에서의 대학원이후 연구의 지속을 
위한 통합의정서 Dec. CMC no08/96

MERCOSUR 회원국 간 대학원이후 과정에서의 인적자원 
훈련을 위한 통합의정서 Dec. CMC no09/96

영사 
협력과 
법적 
지원 

계약에 관한 국제 사법 Dec. CMCno01/94

시민, 상업, 노동, 행정 등의 법정에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의정서 및 사전경고 수단에 대한 의정서 

Dec. CMC no05/92,
Dec. CMC no27/94

법죄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대한 의정서 Dec. CMC no02/96

MERCOSUR 회원간의 인도에 대한 협정 Dec. CMC no14/98

기소 면제 및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한 혜택 Dec. CMC no50/00

MERCOSUR 회원국의 선고인 이동 Dec. CMC no34/04

인권 

MERCOSUR 인권 보호 및 증진 Dec. CMC no17/05

인권에 대한 공공 정책기관 Dec. CMC no14/09,
Dec. CMC no12/10

인신매매 방지와 정보에 대한 캠페인 Dec. CMC no12/06

MERCOSUR 회원국 사이에서의 이민자 밀수 방지 기준 Dec. CMC no37/04

국제 인신매매 상황에서의 여성주목에 대한 연계 기제 Dec. CMC no26/14

<표 4-8> 시민권과 관련된 사회적 MERCOSUR 구상(사회적 의제 중심)(Mondelli, 2018:4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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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공동시장으로서의 MERCOSUR는 MERCOSUR회원국과, 볼리비아, 

칠레 국민들의 거주권에 대한 협정, 즉 MERCOSUR 회원국민을 위한 거주자 협정(The 

Residency Agreement for Nationals of MERCOSUR Member States)을 체결함으로써 생산요

소로서의 노동인구가 아닌 MERCOSUR내의 권리를 지닌 인간 이동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협정은 지역통합의 새로운 정치적 추동력을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간과되었던 거주, 이동, 

여타 시민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룸으로써 지역시민권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

하였다(Ceriani Cernadas, 2013; Margheritis, 2018). 

2008-09년 이후 지역통합 매력을 상실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신발전주의’가 부

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권리를 통한 지역적 통합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상적 공동시장과 노동, 이주의 문제는 상호 연관된 문제였기에 지역통

합을 위한 노력은 MERCOSUR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2010년 12월 MERCOSUR는 

4개 회원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MERCOSUR 시민권’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Ceriani Cernadas, 2013;Mondelli, 2018)한다. 이는 지역통합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MERCOSUR로 향하는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한다. MERCOSUR시민권은 노동

의 자유로운 이동과 결부된 ‘사회적 권리’를 지역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며, 유럽의 경

우와 달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화시키려는 동기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

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고유한 모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Acosta, 2017; Revelez, 2012).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권리’의 공식성과 실질적 권리의 불일치는 매우 선명하며

(MacDonald, 2000),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정책의 쇠퇴와 불일치가 항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에(Margheritis, 2018)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권리장전’들처럼 사회적 MERCOSUR로 

향하는 선언들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 구조적 비대칭성으로서의 개발격차와 회원국내 불균등   

MERCOSUR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국가들 사이의 협력, 즉 남-남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

례로 언급된다. 그러나 남-남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이지만 MERCOSUR 회원국은 앞에서 

보았듯이 인구, 영토, GDP로 대표되는 경제발전의 정도 등에 있어 구조적 비대칭성을 보여

준다. 정책적 비대칭성에도 반영되는 이러한 비대칭성은 MERCOSUR라는 지역적 수준의 정

책에 영향력이 지대한 브라질(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우루과이(1인당 GDP가 브라

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의 비대칭성이다. 인구와 영토 등 쉽게 바뀔 수 없는 요소를 제

외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지표에 해당하는 개발격차의 경우 이는 단순히 회원국 간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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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아니라 회원국 개별 지역에도 해당된다. 대부분 회원국에서 해안지대와 일부 경제적 

중심만이 산업화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타 지역들은 주변부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4> MERCOSUR 저개발지대

출처: Hoste(2003: 128)에서 재인용 

MERCOSUR 출범 이후 Hoste(2003)가 MERCOSUR 각 회원국(여기에서는 MERCOSUR 준

회원국까지 포함)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12개의 개발지표100)에 따라 측정한 바

에 따르면 MERCOSUR 평균대비 개발지표가 75% 미만이 적어도 5개이상인 지역을 표시하

면 <그림 4-4>와과 같다. 또한 MERCOSUR 회원국별로 MERCOSUR 평균대비 75% 미만 개

수를 표시한 <그림 4-5, 4-6>에서 보듯이 회원국내에서도 심각한 개발격차가 있음을 알 수 

100) 경제 개발(1인당 GDP, 경제활동참가율), 기간시설발전(도로, 전력사용량, 전화, 오수처리접근도, 식음

수 접근도), 사회발전(1000명당 의사수, 1000명당 병실수, 예상수명, 학생수, 문맹률) 등을 지표로 삼았다

(Hoste, 2003: 59). 각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호스테는 1995-1999년까지 1990년대 중후반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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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4-5> 아르헨티나, 브라질 개발지도(Hoste, 2003: 121-122, 재인용)

개발지표 5개(그림문자-6)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저개발지대는 아르헨티나에서는 24개주 

중 8개주(Catamarca, Corrientes, Chaco, Formosa, Jujuy, Misiones, Santiago del Estero, 

Tucumán)가 저개발지대이며, 브라질에서는 27개주 중 13개주(Rondônia, Acre, Amazonas, 

Pará, Amapá, Roraima, Tocantins-북부지역-, Maranhão, Ceará, Alagoas, Sergipe, Bahia –

북동부지역-, Mato Grosso –중서부-), 파라과이에서는 18개주 중 16개(Concepción, San 

Pedro, Cordillera, Guairá, Caaguazú, Caazapá, Itapúa, Misiones, Paraguarí, Alto Paraná, 

Ñeembucú, Amambay, Canindeyú, Pdte. Hayes, Boquerón, and Alto Paraguay)이며 우루

과이는 19개 중 해당사항이 있는 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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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파라과이, 우루과이 개발지도(Hoste, 2003: 123-124에서 재인용)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를 불문하고 내륙지대는 저개발지대에 속하며 파라과이의 경

우에는 수도인 아순시온과 센트랄 주를 제외한다면 모든 지역이 저개발지대에 속한다. 물론 

아손시온 또한 국가별 개발지표(그림 4-6)에서 보듯이 개발지표 75%미만이 4개로 여타 회

원국에 4개 미만인 지역이 존재한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저개발지대이다. 파라과이는 

MERCOSUR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90년대 중반 개발지표 75% 미만인 지방(알토 파라과이, 

보케론)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아손시온과 센트랄 주 2 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주에 1997

년 당시 파라과이 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아크리주와 혼도니아 

두 주가 개발지표가 가장 낮으나 이 지역에는 브라질 인구의 1%만이 거주한다. 그러나 브

라질에는 1990년대 중후반 당시 브라질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네 개 지역, 히오그랑

지도술, 미나스제라이스, 히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 등이 개발지표 75%미만이 한 개도 없는 

지역이었다(Hoste, 2003:122-123). 이처럼 MERCOSUR 출범이후에도 첫 10년간에는 

MERCOSUR의 구조적 비대칭성과 이로 인한 정책적 비대칭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MERCOSUR 비대칭성에 대해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다가 파라과이가 

MERCOSUR 임시의장(pro tempore presidency)을 맡은 200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파라과이는 2006년에 ‘파라과이의 관점에서 본 MERCOSUR의 비대칭성’이라는 보고서를 제

출하며, 일종의 ‘지중해’로서의 파라과이의 태생적 문제와 경제적으로 저발전국가에 대한 인

정과 지원 그리고 MERCOSUR가 ‘공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를 위해 파르과이는 발전을 위한 공동체 정책, 경쟁력 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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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MERCOSUR 회원국의 1인당GDP추이(좌측, 단위 달러) 및 평균대비 

파라과이의 1인당 GDP 비율(우측, 세계은행 자료를 재구성)

및 여타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 제도적 설계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

은 부재하였다. 달리 말해 파라과이는 FOCEM의 확대, 협력 프로그램의 달성, 비대칭성의 

축소(파라과이가 MERCOSUR 평균소득에 달하는 시점) 이후 MERCOSUR 차원의 초민족적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파라과이는 원산지 정책, FOCEM 에 대한 기여와 수혜 등

에서 차별적 대우를 승인받았다(IADB&IDB-INTAL, 2007:58-61;IADB&IDB-INTAL, 

2008:37-42;IADB&IDB-INTAL, 2009:65-66).

출처 :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1.05.

이에 비해 소규모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GDP가 높았던 우루과이의 입장은 

파라과이와는 상이하였다. 우루과이에게 있어 구조적 비대칭성은 협소한 국내시장에 있었기

에 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유연한 정책을 요구하였다. 우루과이의 요구는 정책적 비대칭성

에 대한 요구로서 진정한 관세동맹으로의 더딘 진척에 대한 비판, 개별정책에서 기인하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적 비대칭성의 해소 등이었다. 바스케스 대통령은 실바에게 공

개서한을 보내어 상품의 자유유통을 위한 관세동맹의 완성, 거시경제 동조를 위한 기술적·

관료적 장벽의 제거, 공동역외관세 수준의 미흡함 개선, 그리고 제 3국과의 투자·무역협정

을 회원국이 자유롭게 양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제시하는 MERCOSUR 공동정책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요청하였다

(IADB&IDB-INTAL, 2008:37-42;IADB&IDB-INTAL, 2009:66-67). 

한편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한 논쟁에 미온적이었으나 2007년에 입장을 내

놓았는데, 아르헨티나의 주안점은 생산통합에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통합과정이 관세 장벽

의 제거와 공동역외 관세에만 초점이 있으며, 생산 측면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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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MERCOSUR 회원국의 GDP 추이(좌측: 단위 백만) 및 국가별 비율(자료 재구성)

르헨티나는 MERCOSUR 차원에서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과 부가가치 창출 즉 가치사슬 발

전에 기반한 생산통합과 소규모 회원국 경제의 새로운 투자활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러한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브라질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브라질은 지역적 가치사슬에 있어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미 여타 회원국에 대기업을 구축한 유일한 국가였기 때

문이다. 이렇듯 비대칭성의 문제에 있어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은 일종의 청원

자였으며 브라질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채택하는 입장이었다. 브라질은 비대칭

성 해소를 위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게는 원산지 대우의 유연한 적용, 양국에 우호적인 

역외관세제도의 채택 정도를 제안하였다(IADB&IDB-INTAL, 2008:37-42;IADB&IDB-INTAL, 

2009:66-68). 그리고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는 FOCEM으로 제한적으로 귀결되었다. 

지속적으로 MERCOSUR의 정책적 의제에 대해 보고하였던 MERCOSUR 보고서들도 14호부

터는 비대칭성 의제보다는 FOCEM의 활용을 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출처 :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1.05.

MERCOSUR 회원국간의 GDP 비율이나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에 있어 브라질이 여전히 압

도적 우위를 차지하여(그림 4-8, 4-9) 구조적 비대칭성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지만 1인당 

GDP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7) 파라과이가 꾸준히 MERCOSUR 회원 4개국 평균에 다

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OCEM의 시행 또는 MERCOSUR의 지역적 노력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세계은행(2018)이 제시한 빈곤격차(Poverty gap)지수 또한 회원국 4

개국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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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빈곤격차지수(좌측 1일 5.5달러기준, 우측 3.2달러기준)

<그림 4-9> MERCOSUR 회원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비율 및 유입량(단위:백만)

   

출처: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1.05. 

또한 개발지도(그림 4-6)에서 보듯이 기본적인 경제지표, 기간시설, 사회발전 등에 있어 

파라과이가 가장 열악했다고 할 때, 동일한 개발지도의 형태를 제시할 순 없지만 이미 살펴

본 GDP이외에 몇몇 대표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FOCEM 시행 이후 또는 MERCOSUR 출범 

이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1.05.

<그림 4-11> MERCOSUR 회원국 평균대비 파라과이 전력사용량 비율(좌측), 농촌지역 전력 사용접근도

출처: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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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식음수 시설 이용 인구비율 개선 하수 시설 이용 인구비율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아르헨티나 99 99.2 99.4 99.6 94.8 94.8 94.9 94.8

브라질 93.7 95.1 96.3 97.5 73.3 77.8 82 86.1

파라과이 75 83.5 91.4 98.9 71.9 78.7 85 91.2

우루과이 96.8 97.3 98.4 99.2 94.1 94.4 95.1 95.7

<표 4-9> MERCOSUR 회원국 상하수 시설 이용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명) 인구 1000명당 병실침대 수(명)

1991 1995 2000 2010 2012 2013 1990 1996 2005 2011 2014

아르헨티나 2.68 3.21 3.91 4.6 3.3 4.0 4.5 5.0 

브라질 1.00 1.22 1.13 1.79 1.85 3.3 3.1 2.4 2.3 2.2 

파라과이 0.81 0.73 1.17 1.29 0.9 1.3 1.2 1.3 

우루과이 3.56 3.74 4.5 4.4 2.4 3.0 2.8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온라인(http://hdr.undp.org), 검색일: 2019.01.03. 

<표 4-10> MERCOSUR 회원국 1000명당 의사 수, 병실침대 수 

출처: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1.05

<그림 4-12> MERCOSUR 회원국 평균 교육년수(좌측, 단위 년), 식자율(우측)

출처: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1.05

인프라 분야에서 파라과이 농촌지역에서의 전력 사용 접근도, 상·하수 시설 이용 등에 

있어 파라과이는 2000년대 중반이후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그림 4-11, 표 4-9). 보건분야

에서 1000명당 의사 수의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으며, 교육분야에서도 꾸준한 개선이 있었다

(표 4-10, 그림 4-12). HDI 지수는 모두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아르헨티나가 전세계에서 47

위, 우루과이 55위, 브라질 79위, 파라과이가 110위로 광의의 개발격차와 관련하여 파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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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MERCOSUR 회원국 중 가장 뒤쳐져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3). 그러나 

파라과이는 MERCOSUR 출범 이후 FOECM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인

프라 등 기본적인 개발영역에서 기본적 수요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브라질에서

의 교육·보건 영역에서의 퇴보가 눈에 띈다. 

<그림 4-13> MERCOSUR 회원국 인간개발지수 

출처 : UNDP 인간개발보고서 온라인(http://hdr.undp.org), 검색일: 2019.01.03.

이러한 점은 비단 브라질만의 문제는 아닌데, 개발영역별로 기대치와 관측치 사이의 개발

격차를 측정한 Borensztein 등(Borensztein et al., 2014)에 따르면 국가별로 상이한 면을 보

이고 있다101). 아르헨티나의 경우 보건, 환경102) 영역을 제외한다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다. 제도적 부문과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3년 아르헨티나는 범죄와 폭력에 의한 사업비용 측면에서 148개국 중 118위, 경찰서비

스에 관련해서는 143위를 기록하였다. 금융분야와 철도와 도로의 인프라영역에서도 매우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인프라의 질에 있어 143개국 

중 102위를 나타냈다(Borensztein et al.2014:12)103). 우루과이는 금융영역, 즉 주식시장의 

자본화 비율, 회전율, 민간영역에 대한 신용, 은행지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사

회적 영역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있어 기대치 이상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로 

연결 등의 인프라 영역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인다(Borensztein et al.2014:21-25). 

101) 개발격차의 측정방법의 상세한 사항은 Borensztein et al.(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102) 환경분야의 경우 이산화탄소배출 수준을 측정하였다. 

103) 개발영역별 상세한 지표의 사항은 Borensztein et al.(2014:3-44)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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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개발영역별 개발격차(아르헨티나)

출처: Borensztein et al.(2014:11)에서 재인용 

<그림 4-15> 우루과이의 개발영역별 개발격차 

출처: Borensztein et al.(2014:26)에서 재인용

브라질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등은 아르

헨티나보다 낮다. 브라질의 경우 교육, 빈곤, 제도적 역량과 시민 안전에 있어 취약하다. 또

한 식자율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MERCOSUR내 브라질의 지위에 미루어볼 때 매우 취약하

다. 광대한 규모의 영토에 따른 인프라(도로, 철도)의 개발도 미흡하며, 빈곤율도 

MERCOSUR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Borensztein et al.20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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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브라질의 개발영역별 개발격차 

출처: Borensztein et al.(2014:15)에서 재인용

가장 가난한 국가인 파라과이의 경우 제도적·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는 부정적 결과를 보

였지만 빈곤, 보건, 환경, 무역, 역량 구축, 민간영역의 발전 등에 있어서는 기대치 이상의 

발전 정도를 보였다. 금융영역과 ICT 영역은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핸드폰 보급률은 99%

에 다다르지만 인터넷은 1.6% 정도의 보급률을 보일 뿐이다. 상하수의 경우 앞에서도 보았

듯이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다.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여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144개국 중 140위에 불과하다. 15%의 도로만이 포장이 되어 있으며 보건영역이 기대치를 

상회하지만 정부 지출은 부족하다. 빈곤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2달러 미만의 인구가 

14%이며 인구의 18%가 슬럼에 살고 있다(Borensztein et al.2014:21-25).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개발지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에서는 도농간 소득 불균형

의 심화와 농촌지역에서의 빈곤율 증가가 문제로 지적된다. 파라과이 농촌지역 빈곤율은 

32.4%로 도시지역 10.3%보다 3배 높다104). 이러한 회원국내 소득 불평등 경향은 파라과이 

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브라질 또한 도시 인구의 25%가 빈민지대에 살고 있다

(Borensztein et al.2014:17;이윤정, 2015).  

104) 파라과이 농촌의 빈곤화, 즉 소농들의 빈곤화 또는 몰락은 파라과이에 브라질계 대두농이 진출한 결

과이다. 브라질과 국경을 맞닿은 파라과이 동부지역은 브라질계 기업농이 대부분 장악한 상태이다. 토지

를 상실한 빈농들은 로마데사모라 등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위성도시로 이주하여 아르헨티나에서 이주노

동을 하거나 대두전쟁(Guerra de la Soja)가 계기가 된 파라과이 민중군(Ejército del Pueblo Paraguayo)

에 가담하기도 한다(구경모, 2016). 이러한 점에서 파라과이는 MERCOSUR의 약한 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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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파라과이의 개발영역별 개발격차 

출처: Borensztein et al.(2014:23)에서 재인용

온라인 인간개발보고서(http://hdr.undp.org, 검색일: 2019.01.03)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017년 MERCOSUR 회원국의 지니계수는 평균 45.325이며, 아르헨티나 42.4, 브라질 51.3, 

파라과이 47.9, 우루과이 39.7이다. 같은 시기 지니계수의 세계 156개국의 평균은 37.93에 

불과하다. 지니계수 50인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브라질은 9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라질

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마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고오하국, 레스토,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등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UNICEF(Ortiz&Matthew, 2011:26)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니 계수가 48.3이었으며, 사하라이남 44.2, 아시아 40.4 중동과 북미 39.2 동유럽 및 중앙

아시아 35.4 등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위에서 보듯이 브라질을 비롯하

여 파라과이 등은 내부 불평등이 심각하다. 각 국가별로 상위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소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멕시코와 파라과이는 50%를 상회

하며(표 4-11), 하위 20%의 소득 비중은 브라질이 3%대, 파라과이가 4%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상위 20%로의 소득집중도가 높은 현상은 단지 MERCOSUR 회원국만의 문제는 아니

다. 2016년 미국의 경우 46.9%, 멕시코 50.1%, 태국, 43.8%(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검색

일:2018.12.28.)이며, 한국(홍민기, 2018)의 경우 2015년 현재 상위 10%가 49.2%이다. 그러

나 MERCOSUR 지역이 내세우는 분배의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높은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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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50.7 50.5 48.8 48.2 48 47.4 46.3 46 46.6 47.6

브라질 60.1 59.3 58.6 58.2 57.5 57.2 57.4 56.3 56.1

파라과이 57.6 57.6 55.7 53.9 55.6 56.7 52.5 53.1 55.6 52.7 53.1

우루과이 51.6 52 50.9 51.1 50.2 48.1 45.9 46.5 46.2 46.1 45.9

<표 4-11> MERCOSUR 회원국별 상위 20% 소득 집중도(단위, 백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3.7 3.9 4 4 4.6 4.8 4.9 5 5.1 5

브라질 3 3 3.2 3.2 3.3 3.4 3.4 3.7 3.6

파라과이 3.6 3.6 4.1 4 3.8 3.5 4.2 4.4 4 4.3 4.5

우루과이 4.9 4.8 5 4.8 5.1 5.4 5.6 5.6 5.6 5.6 5.8

<표 4-12> MERCOSUR 회원국별 하위 20% 소득 비중(단위, 백분율)

출처: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2.28  

출처: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2018.12.28. 

이상과 같이 MERCOSUR는 출범이후 FOCEM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회원국내의 기본적인 

개발격차의 해소(파라과이가 집중수혜)를 꾀하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압도적 지위를 지닌 브라질과의 구조적 비대칭성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 내 불

평등 또한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책적 비대칭성은 메르코소르 출범 이후 브라

질과 아르헨티나의 거시정책, 자동차산업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메르코소르는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정사오히를 포함한 고위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특히 브라질)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를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이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서로 상

이한 이유를 들어 초민족적 제도를 통한 강제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2. 시민권 중심의 지역통합과 재분배기제의 형성 

(1) 역내 이주와 시민권 중심의 지역통합

NAFTA의 국경 장벽을 둘러싼 논란, 아세안의 노동 이주의 제한과 비교한다면 이주와 관

련된 MERCOSUR의 논의는 그 실행여부와 평가를 떠나 진일보한 면이 있다. 오랜 이주의 

역사와 이민자의 나라들로 구성된 남아메리카의 전통에서 볼 때 MERCOSUR가 노동의 이동

을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닌 일련의 권리를 가진 인간의 이주로 파악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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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일일지 모른다. 또한 거주·이동과 관련된 논의가 시민권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북

미(NAFTA) 지역에서의 일련의 제한적 정책에 대한 일종의 ‘라틴아메리카’적 시위인 측면이 

존재한다. 라틴아메리카(MERCOSUR)는 이주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전형을 제시함으로써 북

미국가와의 정치적 협상과 글로벌 정치지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Margheritis, 

2018)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주·이민은 국가·민족 형성에 있어 핵심적 요소였다. 1492년 이래 

노예무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간 이동이 있었으며 특히 식민지시기와 독립시기

(1880-1915)에 유럽인들의 이주가 두드러졌다. 물론 중동, 일본, 독일 등 여타 지역도 라틴

아메리카 인구 구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각종 사회적 담론, 제도적·인종적·사회

적 위계, 민족적 정체성, 정치제도의 형성과 정부형태 등의 규범적 이슈에도 영향력을 끼쳤

다(Foote and Goebel 2014;FitzGerald and Cook-Martin 2014). 1950년대 이후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 이민 흐름은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재구조화 등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이동이 늘어나고 역외로부터의 이민은 줄어들었

다. 1970년대 서던콘지역에서는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탈출이 이어졌고, 1980년대 부채위

기 이후 경제적 조건의 악화와 잇따른 구조개혁으로 노동자들의 해외 이민이 잇따랐다. 이

러한 경향은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베네

수엘라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목적지는 주로 이민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북미 즉 미국이었으

며, 2000년대에는 남부유럽(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영국이 선호되었다(Durand and Massey 

2010).  

2000-2010년 사이에는 역외로의 이민은 줄어드는 한편 역내 이민흐름이 증가하였다

(Martínez Pizarro et al., 2014). 이는 1990년대 이후 경제적 회복(아르헨티나105)), 정치적 안

정성(칠레)을 이유로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주요한 이민유입국이 되면서부터 나타났다

(Texidó and Gurrieri, 2012). 노동 수요, 임금, 환율, 이민 네트워크의 존재가 이러한 흐름

을 야기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 후반이후부터 주요한 역내 이민유입국이 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역내 유입의 68%가 아르헨티나로 향하였다(Maguid 2007: 260-267). 

105) 아르헨티나의 경우 노동시장, 노동조건의 큰 변화를 가져온 1990년대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실업, 빈곤,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으면에도 아르헨티나로의 역내 이민은 지속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임을 지적해둔다(Margheritis,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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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MERCOSUR 역내 이민의 흐름(2010)(주요 목적지 6개국 중심)

자료 출처: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GA197041/Intra-regional-migration-set-to-grow-in-Latin-America)를

수정(그림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Cepal, 2014)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이후 최근 트럼프정권 하에서 라틴 및 여타지역 이민

자들의 시나리오가 바뀌었음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민과 이민순환의 주요 목적지이다

(Pierce and Meissner 2017).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미에서 남부 유럽으로

의 이민 또한 여전히 그 흐름이 강하며 가족 재결합에 의한 흐름은 지속되었다. 2000년대 

초반 10년간 310만명의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인 들이 스페인, 이태

리, 영국, 포르투칼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 중 80%는 스페인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2008년 

이후에는 유럽인들이 특히 스페인으로부터 남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아르

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보다는 에콰도르 페루 등으로 이주하였다(OIM, 2015). 이민의 

새로운 변화들은 민족적·지역적 수준에서 해외에 있는 자국의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다

룰 새로운 정책과 제도적 발전, 일종의 ‘국가-디아스포라’관계의 새로운 형태의 정립를 요청

하였다(Margheritis, 2016). 

이민자를 위한 제도적 발전에 있어서 MERCOSUR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그 의제를 주도

적으로 형성해왔으며 이민자들에 대한 아르헨티나 입법을 모델로 하여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 등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였다(Zurbriggen and Mondol 2010; Texidó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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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물론 이러한 발전은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 규범의 집행에 있어서의 제약, 인권적 

수사와 관행사이의 모순을 보여주었으며, 빈발하는 정치적 퇴보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Ceriani Cernadas and Freier, 2015). 그러나 여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제

한적·안보적 접근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민공동체의 크기와 구성, 국가-사회 관계의 

진화와 민주화 등에 따라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정치적 권리를 포함

하여, 정치적 참여의 가능성을 포함한 권리들을 해외 거주 인구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진전은 국경밖에 있는 자국민을 포함하는 시민권 개념과 국민의 개념을 재정의하게 하였다

(Margheritis, 2018: 418-419). 그리고 MERCOSUR는 시민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적 규범

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MERCOSR에서 이민을 둘러싼 논의는 부차적이었으며, 1994년 오우로협정에서도 인

간이동성은 여전히 노동 이민으로만 파악되었으며,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social security)에 

대한 것만이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에 부여된 권리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사회-노동 의제

가 강화되고 노동이민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며, 회원국들은 이민노

동자들의 공동의 권리, 정보의 교환, 국경통제에 대한 정책, 이민에 대한 통계 등에 대한 

민족적 규범을 지역적 차원에서 조율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사회적 안전에 대한 다자적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Social Security)이 이러한 지역적 규범 형성의 길을 예비하

였으며, MERCOSUR 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사회적 안전망

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기 위한 공통의 규범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2002년 지역적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연계망을 강화하고 각국이 통합과정을 심화·강화시

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MERCOSUR 회원국의 국민을 위한 거주자 협

정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MERCOSUR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역통합의 실현에 

있어 본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시장 중심적 접근의 과잉에 대한 치료책으로서 사회

적 의제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재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협정은 거

주(residence)라는 새로운 범주를 지역내 국가들의 법률에 기입시킴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규범과 민족적 차원의 입법 사이의 공조를 강조하였으며 절차, 권리를 포함한 거주 문제의 

규제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공통의 규범을 세웠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MERCOSUR 국적

(MERCOSUR nationality)’을 내세웠다(Ceriani Cernadas, 2013; Margheritis, 2018: 418-419).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원국 내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거주할 법적 권리의 가능성이 더 이

상 ‘전통적인’ 이주 기준, 즉 노동자, 학생, 가족구성원 등의 특정 신분의 보유에 기초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지역 내 특정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주의 자격을 획



- 188 -

득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의 9조는 이주민과 가족의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권리

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에는 노동권, 청원권, 이동, 결사, 종교적 관습, 가족 재결합, 송

금 아동 교육의 권리가 포함되었으며, 노동입법, 임금, 노동 조건 등에 있어 이민자와 자국

민간의 동등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권리들은 ‘MERCOSUR 국적’의 법적 서류를 갖춘 이들

에게 2년간 한시적 거주가 인정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준다. 기본적으로 본 협

정은 자국내에 (불법)역내 이민자가 증대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구상의 결

과였으며, 이 문제 있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통의 이해를 보여주었다(Alfonso,2012

)106).

<그림 4-19> MERCOSUR 회원국(준회원국 포함) 체류 MERCOSUR 국적의 한시적 거주자의 증감

자료 출처: Mondelli(2018:432) 재인용 

그림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의 일시적 거주자의 증가는 지난 십년간 급속히 

이루어졌다. 준회원국인 칠레는 안데스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

러한 이유로 이민에 대한 특별포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2004

년에서 2013년까지 300백만 정도의 메르코수를 시민이 거주를 승인받았다(IOM 2014; 

Ramírez 2016).

106) MERCOSUR 회원국(준회원국)포함에 체류하는 MERCOSUR 국적의 한시적 거주자의 수의 증감은 <그

림 4-1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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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거주 기준의 권리 인정이 나라들 사이의 국경을 제거하는 과정을 동반하

지는 않았다.  시민권의 초기적 형태를 지향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2000년 비자면제에 대한 

합의에서 보듯이 회원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와 연계된 경우 면제를 유예하는 등 출입국

의 선택적 기제, 신분증명, 국경통제와, 노동자 이동성에 대한 관리등과 공존하면서 지역적 

수준과 민족적 수준에서의 긴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2년에 승인되어 2009년 파라과이가 

협정을 비준하기까지 그 시행에 있어 7년의 시간이 필요했던데에서 보듯이 법적 선언과 그 

시행 사이에 시간적 지연은 MERCOSUR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다(Bouzas, 

2005;Novick, Hener and Dalle, 2005). 

이러한 제도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주로부터 시민권으로의 진전을 보인 MERCOSUR

는 2010년 “MERCOSUR 시민 규정의 점진적 형성을 위한 행동계획(a plan of action for 

the gradual formation of a Statute of MERCOSUR Citizenship)을 위한 결의안

(MECOSUR/CMC/12. NO 64/10)을 채택한다. 행동계획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MERCOSUR 

발족 30년에 이러한 거주 및 인간이동과 관련된 일련의 권리를 갖춘 지역시민권 제도가 형

성될 것이다. 그러나 초민족적 기구의 결여, 지역적 제도화의 낮은 수위라는 상황속에서 회

원국들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민족적 차원에서 그러한 권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

지 적용될 것인가? 시민참여의 가능성, 지역적 시민권의 진전과 민족적 정체성에 준하는 지

역적 정체성과의 관계 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 실행여부를 논외로 둔다면 거주·이전을 둘러싼 정책의 발전이 인간 이동과 그를 둘

러싼 권리부여, 즉 시민권의 형태로 수렴하는 것을 통해 MERCOSUR는 지역통합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Margheritis, 2018). 

2) MERCOSUR 구조수렴기금의 형성과 구조 

MERCOSUR는 공동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통합과정의 효율성, 국가들간의 심각한 비대칭성, 개별 회원국 

내부의 비대칭성, 즉 공동시장 형성과정에서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적, 계층적 불균등성

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 수단이 요구되었다. 이에 MERCOSUR는 구조조정수렴기금

(FOCEM:Fondo para la Convergencia Estructural del MERCOSUR)을 역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가장 주요한 기제로 활용하려 하였고, 역내 불균등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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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고 있다(Correa, 2010). 

역내 소국의 통합에 대한 불만과 게임이론을 빌어본다면 브라질의 ‘람보적 행위’란 상황 

속에서 MERCOSUR는 구조수렴기금(FOCEM)이라는 중요한 구상을 채택하게 된다. 구조수렴

기금은 역내 비대칭성을 다루고, 회원국간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고안되었다. EU 구조기금

에 영향을 받은 구조수렴기금은 MERCOSUR의 중요 성취 중 하나로 간주되며, 특히 공동시

장 장벽 철폐를 위한  ‘부정적 수단’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강

화하려는 ‘긍정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기금의 창출은 지역 경제통합의 여러 부작용을 억제

하고 지역응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수단인 것이다. MERCOSUR의 제도적 구조에 대한 아

순시옹 조약의 부속의정서인 오우로 프레토 의정서(Ouro Preto Protocol, 1994) 35조에서 

국제법상 법인인 Mercoursur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으며 기

금을 조성(http://www.sice.oas.org/trade/mrcsr/ourop/ourop_e.asp)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

자유화가 역내 비대칭성을 줄이지 못하였을 때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수단의 강구는 기본적으로 MERCOSUR가 회원국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꾀하고자 한다는 대전제에서 비롯되었다(Correa, 2010).

구조수렴기금 구상은 CCM이 결의안 27/03호에서 아순시옹 조약의 연대의 개념을 재확정

하면서 “역내 소국과 혜택이 적은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행해져야만 한

다”고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2004년 CCM 결의안 19/04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고위급 실무진’을 구성하였으며, 결의안 45/04호은 공식적으로 2004년 12월 16일 

Mercousur 구조수렴기금인 FOCEM을 창설하였다(Correa, 2010, www.mercosur.int). 이는 

회원국들의 경쟁력 증가와 아울러 사회응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에 재정지원을 하고, 

저발전 회원국을 비롯한 MERCOSUR회원국내 지역 비대칭성을 줄이고 MERCOSUR 지역내 

구조수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고위그룹’은 지속적으로 CCM 결의안 18/05호 등을 제출하여 기금 규정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며, 공동시장을 향한 수렴 과정을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연대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시장확대의 수혜가 모든 부분에 돌아가지 않

으며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결의안은 네 가지 영역에서 FOCEM의 프

로그램과 우선적 순위를 정하였다. 네 가지 영역은 구조 수렴, 경쟁력, 사회적 응집력, 제도

적 구조의 강화와 전체적 통합과정의 강화이다. 

기금의 제도적 틀과 규정은 CCM 결의안 18/05와 24/05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당초에는 

매해 1억달러의 예산으로 10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기금의 운영은 회원국가의 재분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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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라 구성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각각 기금의 27%와 70%를 부담하고 파라과

이와 우루과이는 각각 1%와 2%를 부담하였다. 반대로 기금에 의한 수혜는 브라질과 아르

헨티나가 각각 전체의 10% 정도였으며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각각 48%와 32%의 혜택을 

보게 되어 있었다. 이는 MERCOSUR의 회원국간의 비대칭성과 이로 인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형태로 작동한다. 개별국가에 분배되는 재원은 비-보상의 기부형태로 

주어지는데, 회원국들은 승인된 프로젝트의 15% 정도는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Correa, 

2010: 400-403).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는 이후 결의안 1/10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개별회원국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FOCEM에서 심의·승인 집행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의 수립은 개별회원국의 기술국(National Technical Unit, 

NTU)에 의해 기본적으로 진행된다. 개별회원국이 상설대표위원회(CRPM:Commission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에 제출하면 FOCEM의 기술국(FOCEM Technical Unit, FTU)이 

기술적 검토와 프로젝트의 실행을 관리한다. 상설대표위원회가 가이드라인과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의 허용 여부를 재확인하고, 공동시장그룹(CMG: Common Market Group)이 공동

시장위원회(CCM: Council of the Common Market)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보를 주며, CCM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도록 승인한다(Correa, Amoroso 

Botelho, 2010; MERCOSUR, 2015). 

<그림 4-20> FOCEM 프로젝트의 진행절차

자료 출처 : FOCEM El Fondo Para La Convergencia Estructural Del MERCOSUR-FOCEM(2005-2015) 

Unidad Tecnica FOCEM - UTF Seretaria del MERCOSUR, Diciembre, 2015 p 6. 

NTU에서 제출되는 프로젝트는 다국적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공공 부문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회원국은 전체 재원의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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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적 내용 

프로그램 I 구조수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와 저발전 지역의 구조조정과 발전

프로그램 II 경쟁력 발전

MERCOSUR내 생산 과정의 경쟁력 향상, 역내 무역 촉진을 위한 

생산과 노동 향상 프로젝트, 생산 통합 및 생산 질 향상과 관련된 

공적기구의 향상 

프로그램 III 사회응집력
접경지역 관리, 공동체 이익, 보건, 빈곤 감축, 고용 등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IV
제도적 구조와 

통합의 강화 
MERCOSUR의 제도적 구조 향상 

<표 4-13> FOCEM 4대 프로그램 개요 

재정지원해야 한다. 총비용은 최소 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CPRM의 최소 규정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자연 자원의 사용을 최적

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존

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기준의 범위가 모호하며, 회원국들이 그들에게 배정된 프로젝트 

제출에 있어 많은 재량권이 있다. 

CCM에 의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할당되면 사무국은 관련 회원국과 법적 

수단과 절차를 체결하게 되며, 관련 회원국은 배당된 기금과 프로젝트의 수행에 책임을 지

게 되어 있다. 

한편 기금에 의해 추진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표4-13 >의 네 가지 프

로그램을 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저개발국과 회원국내 저발전 지역에 대한 구조 조정과 발전을 꾀하는 것을 통해 역

내 구조수렴(비대칭성 해소)를 이루고자 하는 프로그램 I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통합구조의 

수립과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

다. 회원국 및 하위 지역의 물리적 통합과 생산품의 이동을 위한 교통망 건설, 화석연료와 

바이오연료의 수송과 분배 이용, 전력 생산과 분배, 수자원, 위생체계, 배수 관련 인프라의 

건설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회원국간의 정치 구조나 경제구조의 수렴, 정책적 수렴이 아닌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규모와 관련된 것이며, 일부 회원

국이 내륙에 위치하여 항구로 이르는 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MERCOSUR 역내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프로그램 II에는 생산의 역동성 확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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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프로그램I 프로그램II 프로그램III 프로그램IV 합계

사업수행 중 18 10 8 1 37

사업종료 2 1 - 3 6

소계 20 11 8 4 43

프로젝트 제출진행 중(CMG) 1 1 - - 2

기술검토 중 (FTU) - 2 - 2 4

소계 1 3 0 2 6

<표 4-14> 2005-2015년 현재 FOCEM 프로그램 현황(MERCOSUR, 2016)

를 위한 지식의 생산과 확산, 생산품과 생산 과정의 질 및 도량형 통일, 농축산물의 추적과 

통제, 중소기업의 혁신 및 지역시장과의 연계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생산적 관리 조직 

등에 대한 전문적 훈련이 포함된다. 

사회발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III은 전통적 의미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

로 영아 사망률 감소, 평균수명 증진, 원거리 지역의 의료 능력 향상, 전염병-풍토병 근절 

등 보건, 의료 분야들을 포함한다. 또한 문맹률 감소를 위한 청소년·성인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적 훈련, 교육체계의 확대,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자들의 교육과 자격 인증, 미소 신용 

제공, 고용기회 증진과 이를 통한 소득 증진, 고용율이 낮은 지역 및 청소년층의 빈곤 감소, 

빈곤 지역과 접경 지역의 취약한 지대에 있어서의 주택·보건·식량·교육의 접근 확대 등

이 망라되어 있다. 요컨대 경제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

조하고 있다. 

프로그램 IV에는 MERCOSUR의 제도적 구조의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로 하

였다. MERCOSUR 역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초기 단계에는 역내 인프라 향상에 중점이 

두어졌다.  결의안 No 18/05의 12조와 13조 등은 기금의 재원을 우선 프로그램 I에 우선 

배정하였다(Correa, 2010: 400-403). 

이러한 구조와 프로그램 하에서 기금은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첫 프로젝트들은 

2008년에 승인되었다. 기금이 집행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프로그램I의 경우 7개가 파라

과이, 2개가 우루과이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II의 5개 프로젝트 중 3개는 파라과이가, 

2개는 우루과이, 프로그램III은 파라과이 3개, 우루과이 3개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와 같은 

역내 약소국을 중심으로 구조수렴기금이 집행되었다(Correa, 2010: 400-403). 한편 2015년 

현재 43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진행 프로

젝트의 숫자는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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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21 14 8 6 49

기금 지원 비율 43% 29% 16% 12% 100%

2009 2010 2011 2012

아르헨티나 9.55% 9.86% 7.11% 6.88%

<표 4-16> FOCEM　국가별 프로젝트 투입 재원(총계 대비 비율)(Amoroso Botelho, 2013:55)

집행중이거나 종료된 프로젝트 중 파라과이가 17개, 우루과이가 12개로 전체 43개 중 각

각 39.5%, 27.9%를 차지하고 있다(MERCOSUR, 2015).  국가별 분야별 FOCEM의 진행상황

은 <표4-15>와 같다.

프로젝트 종류
생산적

발전
교육

구제역

방지

전력

수송선
취약계층 도로 철도 제도 총계

아르헨티나 1 2 1 4

브라질 5 1 1 7

파라과이 4 1 3 9 17

우루과이 2 1 3 4 2 12

베네수엘라 0

2개국 이상 1 1 1 1 4

프로그램IV 6 6

합계 13 3 1 3 8 14 2 6 19

<표 4-15> 2005-2015년 분야별 국가별 FOCEM 진행현황(MERCOSUR, 2015:8 재인용)

위의 <표 4-15>에서 보듯이 FOCEM 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교통,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파라과이가 주된 수요자였다. 432Km에 달

하는 도로가 파라과이에 건설되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

었다. 식수원, 위생시설, 가계부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6천만 달러의 재원이 이러

한 목적에 투자되었다. 생산성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FOCEM 프로젝트들은 자동정보시스

템, 혁신, 미소기업, 원유, 가스 생산, 관광 분야들이 포함되었다. 전력 수송 등에 관해서는 

5억 달러 등이 투자되었고 1억3천3백만 달러 등이 철도 건설에 투자되었는데, 철도 건설의 

대부분은 우루과이가 수혜를 받았다(MERCOSUR, 2015). 

한편 2012년까지 FOCEM의 국가별 투입 재원비율은 <표 4-16>과 같은데 역내 비대칭성

을 보듯이 파라과이에 집중되어 있다. 각 국가내 분야별 재정투입 비율은 <표 4-1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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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9.48% 9.84% 7.11% 6.91%

파라과이 48.27% 47.96% 62.76% 64.36%

우루과이 32.34% 32.09% 22.94% 21.78%

합계 99.64% 99.75% 99.92% 99.93%

2011 년 GDP 비율

아르헨티나 0.0045%

브라질 0.0014%

파라과이 2.5463%

우루과이 0.3247%

<표 4-18> 프로젝트 배분(GDP비율)(Amoroso Botelho, 2013)

아르헨티나 프로젝트수 FOCEM 기여 지역 기여 합계

구조조정 5.88% 1.77% 2,21% 1.8%

생산성발전 9.09% 1.20% 0.99% 1.16%

사회 응집력 12.50% 11.03% 15.26% 12.19%

합계 7.69% 2.26% 2.94% 2.44%

브라질 프로젝트수 FOCEM 기여 지역 기여 합계

구조조정 11.76% 2.57% 1.90% 1.59%

생산성발전 18.18% 12.66% 14.78% 13.11%

사회 응집력 12.50% 35.98% 28.03% 33.80%

합계 12.82% 4.05% 3.99% 4.03%

파라과이 프로젝트수 FOCEM 기여 지역 기여 합계

구조조정 58.82% 77.70% 76.39% 77.35%

생산성발전 36.36% 31.22% 30.95% 31.16%

사회 응집력 37.50% 44.10% 52.56% 46.42%

합계 43.59% 73.23% 73.12% 73.20%

우루과이 프로젝트수 FOCEM 기여 지역 합계

구조조정 23.53% 19.05% 19.50% 19.17%

생산성발전 18.18% 9.25% 8.31% 9.05%

사회 응집력 37.50% 8.89% 4.15% 7.59%

합계 23.08% 17.94% 18.13% 17.99%

<표 4-17> FOCEM　국가별 프로젝트 현황(전체 대비 비율)(Amoroso Botelho, 2013:57)

그러나 아래 <표 4-18>에서 보듯이 GDP 대비 FOCEM의 비중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FOCEM을 통한 MERCOSUR의 개발격차(비대칭성) 축소 노력은 환영받을 만한 기획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군소파트너국가들의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프

로젝트 실시에 있어 회원국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쿼터를 정해두었지만 FOCEM의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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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반드시 취약 지역이나 계층이 아닐뿐더러 회원국 자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쿼터시스템인 FOCEM의 재분배 역할은 고도의 정치적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결정과 실행이 회원국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별 

회원국내에서도 개발격차가 현저한 상황 하에서 국가 간의 쿼터 등이 지역 전체의 비대칭

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Correa, 2010: 400-403). FOCEM이 지역

적 차원에서 회원국내, 지역내 비대칭성의 해소 기제인가 아니면 회원국간의 정치적 이해의 

산물인가 또한 여전히 의문이다. 

3절. ‘권리기반’의 지역개발협력과 노동·환경  

1. 권리기반의 노동과 환경협력의 상대적 주변화 

1) 비정부행위자의 노동분야 협력과 사회·노동선언 

주지하다시피 공동시장으로 출범한 MERCOSUR는 당초 노동권이나 환경권 또는 어떠한 

인권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권리나 기본권은 부차적 사항이었으며 시장통

합이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말과 2000년대 초 사회적 차원과 의제가 라틴아메리카 

통합과정에 등장하였다(Deacon, Yeates and Van Langenhove 2006).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Economic System, SELA)의 학

자들, NGO 그리고 노조들은 MERCOSUR가 경제통합의 사회적 효과를 다루는 미흡하다고 

비판하였다(Franco and Di Filippo, 1999). 일부는 사회적 행위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

하였으며(Grandi and Bizzozero, 1997), 다른 이들은 제 3섹터의 참여부진을 들며 

MERCOSUR의 ‘민주적 결함’을 강조하였다. MERCOSUR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MERCOSUR 부문별 위원회의 형태로 참여의 제도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Tirado 

Mejía, 1997). 다른 한편으로 MERCOSUR는 탑다운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기구

를 만듦으로써 MERCOSUR내 사회적 의미와 정당성 결여를 보충하고자 하였으며 자문적 성

격의 사회경제 포럼이 형성되었다. 사회경제포럼은 1994년 오우로 의정서를 통해 제안되고 

1996년 CMG에 의해 승인되었다. 포럼에는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를 포함하였다(Moavro, 

1997). 

그리고 다양한 선언과 헌장들이 ‘인권친화적’ 지역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졌으며, 이들

은 인권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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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UN규약(Nations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Economic and Social Rights)과 유사한 조항들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FTA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조항들은 전통적 인권 협정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감독기구가 없었

다. 

미국식 FTA에서의 무역연계 노동권에 대해 MERCOSUR는 주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

후 경제적 통합과 노동권의 연계를 고려하였고 ILO 기준의 준수와 지역통합과정의 도입되

게 된다(Bruni, 2004). MERCOSUR 노동권 보호의 형성에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 양자 모

두에 의해 추동되었는데,  노동, 고용, 사회안전에 대한 실무그룹이 만들어졌으며, 

MERCOSUR의 주요 사회 행위자들(노조와 NGO)은 무역과 노동사이의 관계, 지역적 수준의 

공통 노동 규정의 인정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

히 서던콘 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Labour Unions of the Southern Cone/Coordinadora 

de Centrales Sindicales del Cono Sur, CCSCS)의 역할이 컸다107)(Olmos Giupponi, 2014). 

이러한 사회적 제도에의 노조의 참여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

운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ERCOSUR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ILO 규약을 승인

하도록 권고했다(Weeks 2000). 1994년 노동과 관련된 권리의 사회헌장에의 삽입은 거부되

었으나 노동, 기업, NGO간의 삼자구조인 경제사회자문포럼(FCES)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러

한 권고는 강제성은 없었다. 

1990년대말 EU사회헌장의 채택과정과 유사하게 사회헌장의 채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

으며 CCSCS는 근본적 권리에 대한 포괄적 헌장을 제안하였으며, 1997년 회원국들은 다자적 

사회안전 협정에 서명하였다(Grugel 2005, 1061).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MERCOSUR 사회-

노동선언(Declaración Socio-Laboral)이 1998년 채택되었다. MERCOSUR 사회-노동 선언은 

MERCOSUR 정상회담의 틀내에서, 1998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CMC에 의해 승인되었다. 선

언은 일련의 작업장 원칙과 권리를 포함하였고 특히 통합과정에서 획득된 사회적 차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회-노동선언을 통해 12개의 정부, 노동, 기업 회원들로 구성된 3자의 MERCOSUR 사회-

노동 위원회을 형성하였다(da Motta Veiga and Lengyel 2003). 선언의 내용은 1998년 ILO 

의 노동에 대한 권리와 원칙 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회원국들은 매해 노동

법과 실행 및 그 관행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Castello, 2016). 선언은 이민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하여 중심부 국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회원국들 전체의 노동권을 강

107) CCSCS는 1986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창립되었으며, 여덟 개의 노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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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최소한의 규준 마련에 유용한 역할을 하긴 하지

만 강제적인 집행기구라기보다는 자문기구들이다. 투자자들에게 허가된 이동의 자유와 비교

할 때, 특별히 유용한 보호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참여적이고 자문을 구

하는 절차들은 시민사회로 하여금 MERCOSUR 통합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하지만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노동권 체계는 없다(Polanski, 2004). 그리고 MERCOSUR규범

이 국내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별회원국의 헌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108). 그러나 여전히 MERCOSUR 사회-노동 선언은 국내법에 대해 지역적 차원의 규

범을 적용하려는 상징적 사례이다.  

2000년대초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파편화 속에 1998년 MERCOSUR 사회-노동선언을 개정

한 새로운 사회-노동 선언이 2015년 MERCOSUR 회원국 대통령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새로운 사회-노동선언은 1998년 선언의 내용위에 품위있는 노동(decent work), 사회-노동 

선언의 국가 정책에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선언은 1998년 4장 25조

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6장 34조로 확대하였다. 

서문은 노동의 질과 발전을 위해 고용 우선의 정책을 통해 정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

을 요구하였다. 민주적 가치의 유용성, 1998년 ILO 노동규약에 대한 지지, 국제적 인권 기

준 준수등을 통합시키고자 하였으며 일반 원리를 두 가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하나는 

품위 있는 노동(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등 정부의 품위 있는 작업장 정책),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원리를 구성하였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권리는 1998년 도입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남녀,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금지, 청소년 노동 보호, 회사를 설립할 고용주의 권리 등에 

더하여 8시간 초과노동 제한, 최소임금에 대한 권리, 해고시 적절한 보호와 각종 휴가에 대

한 개인적 권리가 도입되었다. 또한 기존의 집회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 등의 권리

를 재확인하고, 정부에 의한 사회적 대화 촉진의 의무 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역

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정책에서의 고용 중심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

념 등이 도입되었으며 평생교육이나 공공고용서비스를 국가가 이행해야하는 의무등이 포함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선언을 위해 MERCOSUR 사회-노동 위원회는 이전보다 권한과 효용성

이 증대되었는데, 선언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권한, 각종 관련 사례들이 선

108) MERCOSUR 회원국은 개별회원국별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위계에 대한 상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MERCOSUR 규범의 국내 적용은 극히 특수한 사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Olmos Giuppon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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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고서 검토와 계획의 수립, 제 사회영역으로부터 제시되는 의견의 

검토, 선언의 재수정에 대한 연구 등 각종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물론 이러한 권한과 

의무 및 선언의 법적 효용성은 회원국내 입법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일종의 강제적 기제

를 가지기는 어렵다. 또한 선언은 사회노동의 내용이 지역통합에서의 상업적, 경제적, 금융

적 의제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장의 비준수가 분쟁해결기제와 연계되는 

것을 차단한다. MERCOSUR는 공동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사회적 권리를 그 

시장내에 끊임없이 도입하지만 이를 공동시장의 경제적 이해와 결부시켜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사례들은 MERCOSUR가 지역경제통합의 목

적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반작

용으로서의 권리들을 강화하고자하는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Castello, 

2016). 

2) 신채굴주의(Neo-extractivism)와 지역환경협력의 주변화 

1980년대 이후 서던콘 지역의 민주화는 환경영역에서도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의 공간을 

열었으며 1992년 리오 정상회담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개

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한 MERCOSUR가 등장하였다. 

1991년 MERCOSUR의 설립은 서던콘 지역의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인 라플라타유

역(La Plata Basin)에 대한 환경협력에 지역적 과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109). 아

손시옹 조약 서문에도 “활용가능한 자원의 적절한 사용, 환경의 보호 가 이러한 목적(공동

시장 형성)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MERCOSUR는 지역통합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Hochstetler 2003). 환경론자들은 MERCOSUR 관료

들에 대해 “이 조약(아순시옹)의 협상가들은 환경규제가, 비관세적 장벽의 형태로 무역을 제

한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비판하였다(Blum 2000:444). 

MERCOSUR는 출범이후 초기에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많은 제도를 만들었으며 2001년 환

경에 대한 기본협정 체결 등 지역환경 문제를 다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와 규제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EU의 지원하에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몇몇 관심과 

지역NGO에 의한 활동을 제외하고 환경에 대한 MERCOSUR의 제도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109) 라플라타 유역의 협력의 유일한 진전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의한 구아라니 대

수층(Guaraní Aquifer)에 대한 협정인데, 이는 MERCOSUR와는 무관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체결된 최초의 

수자원에 대한 국제협정이다(UN Wa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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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내 위험물 운반에 대한 협정(1994)

°중장비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술적 규제(1996)

°해외생물학적통제 행위자의 반입과 반출에 대한 행동규정(2000)

°지역안보와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협력과 조정에 대한 일반계획 수정안(2000)

°환경적 긴급사항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대한 MERCOSUR환경기본협정의 부속의정서(2004)

°청정생산과 환경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2006)

°MERCOSUR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에 대한 협력정책과 증진에 대한 조치(2007).

<표 4-19> MERCOSUR에서 채택된 주요 환경규제(Olmos Giupponi, 2014:77)

주변화되고 쇠퇴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주변화에는 서던콘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근본적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1980-90년대 민주주의로의 회귀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일어났으

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MERCOSUR는 시장개방과 해외투자를 위한 국가 역할의 축소에만 

관심이 있었다(Gwynne and Kay 2000). 서던콘 지역에서 정치·경제 엘리트들에 의해 적극 

수용되고, 국제금융기구와 미국에 의해 진작된 신자유주의적 의제는 심각한 사회·환경적 

결과를 가져올 광범위한 자연자원의 착취를 용인하였다(Green, 1999; Murray, 1999). 이러

한 상황 속에서 MERCOSUR 내에 새롭게 형성된 환경기구들은 취약한채 남아 있었다

(Barton 1999, 195; Gwynne and Silva 1999, 159–160; Mumme and Korzetz 1997, 53–54). 

지역환경협력 사례가 증대됨에도 MERCOSUR 회원국들은 제한된 국가예산과 국가의 능력 

부족,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관심에의 집중으로 인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에 대해 의식

적·무의식적으로 외면하였다. 지역환경협력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외 기금과 NGO 

들의 활동에 의존하였고 상대적으로 MERCOSUR의 차원에서는 비강제적이고 모호한 협정과, 

환경체제의 부재, 정부들의 책무성 결여 속에 방치되었다(Siegel, 2017).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10년간을 지나 2000년대에는 서던콘을 위시한 남아메리카 대다수 

지역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빈곤감축과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재분배정책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를 이를 자연자원의 채취·동원에 있어서 

국가 역할(특히 빈국이었던 파라과이)을 증대시킴으로써 달성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초중

반 원자재붐으로부터 혜택을 입음으로써 1차 상품의 수출을 통해 획득된 재원은 좌파정부

들에 의해 수행되는 빈곤감축, 보건 제공, 교육 등 사회프로그램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진보정권의 대중성과 정당성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자연자원 채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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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관행, 사회정책, 강력해진 국가의 역할과 결부된 신채굴주의(Neo-extractivism)가 

2000년대 주된 발전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회원국의 이해관계는 지역적 환경협력에 

MERCOSUR가 더욱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Grugel and Riggirozzi 2012;  Gudynas 

2012; Hogenboom 2012; Hogenboom and Fernández Jilberto 2009; Burchardt and Dietz 

2014; Siegel, 2017).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를 둘러싼 지역협력은 이러한 발전모델에 좌우되었다. 높은 상품가격

과 사회적 의제에의 집중이 남아메리카 정부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주요한 

지역기구인 베네수엘라 주도의 아메리카인민을 위한 볼리비아동맹( 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lba), 브라질 주도의 남아메리카연합(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UNASUR)이 등장하였다. 이 기구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

한 내부 인프라구축, 상품 수출, 특히 콩수출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브라질의 수요를 

충족시킬 지역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분위기는 더욱더 ‘자원-추동적’이 되어갔다. 

MERCOSUR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자성 증진과 사회적 문제해결이었으며 발전

모델로서의 신채굴주의가 그 핵심에 있었고, 발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좌파정부하

에서 부재하였다(Saguier, 2012; Hochstetler, 2011;Siegel, 2017)

이러한 배경하에서 MERCOSUR에서의 지역환경협력은 주로 지역적 시민단체, 국제기구 

및 역외기금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활동도 다양한 제도적 취약함 속에서 주변화

되었다. MERCOSUR 지역에서의 지역환경협력의 주변성은 첫째, 지역환경협력을 다룰 협력

체제의 부재, 둘째, 정부간 협정의 공식성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있어서의 모호성과 강제력 

부재, 셋째, 역외 기금 또는 NGO활동에 대한 강한 의존성으로 특징지워진다(Hochstetler, 

2011).   

MERCOSUR는 창설 직후 1992년에 환경에 대한 특별회담(Reunión Especializada de 

Medio Ambiente , REMA)을 만드는데, 이것은 환경의제를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기

제였다.  그 과정에서 1994년 환경정책을 위한 기본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1995년에는 

타란코선언(Taranco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가지 선언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REMA는 실무그룹6(SGT6)으로 발전한다. SGT6는 환경관련 부서의 

정부관료로 구성되었다. SGT6외에 MERCOSUR는 1995년에 환경장관회담을 열었으며 2003

년에는 환경장관회담을 2년에 한 번 개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환경장관회담과 SGT6가 환

경에 대한 MERCOSUR 제도화의 기반을 제공하였다(Siegel, 2017:65-66;María Belén Olmos 



- 202 -

Giupponi, 2014). 정책적 측면에서 MERCOSUR 국가들은 기후변화, 사막화, 종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채택하였고 7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1

년 환경에 대한 MERCOSUR 기본협정(Acuerdo Marco sobre Medio Ambiente del 

MERCOSUR, MERCOSUR Framework Agreement on the Environment)을 체결하였다. 

MERCOSUR 정부들이 환경정책에 공조해야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는 

MERCOSUR 출범 10년만의 성취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MERCOSUR 창설 당시 환경과 무역의 연계 또한 GATT와 WTO의 맥락하에서 논쟁적이었

으나 서던콘 국가 정상들은 환경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라고 

파악하였으며 REMA와 SGT6의 강조점도 환경규제가 이 지역에서 비관세 장벽이냐에 모아

졌다. 그리고 환경이 무역에 가지는 민감성으로 인해 MERCOSUR 환경포럼의 의제로부터 

사라졌으며 그 함의는 환경전문가가 없는 채 다루어졌다(Hochstetler, 2003; Torres and 

Diaz 2011; MERCOSUR, 2008; Lacia, 2003). 2012년 리오데자네이로 정상회담에 앞서 

MERCOSUR 환경장관들은 ‘녹색보호주의’를 회피하고 환경문제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MERCOSUR, 2012)   

한편 SGT6는 MERCOSUR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구였지만 독자적 재원이나 아젠

다를 형성할 수 없었으며 그 활동은 역외 재원 그리고 외무장관과 경제관련 장관이 지배하

는 MERCOSUR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의존하였다. 대체로 MERCOSUR 내 여타 기구들과 비

교할 때 환경기구를 위한 재원을 줄 의향이 없었다(Hochstetler 2003; 2005, Laciar, 2003; 

UNEP&CLAES, 2008). 2010년 MERCOSUR 의회는 환경관련의제가 30-40%를 차지한다고 말

할 정도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인 MERCOSUR내 행위자였다. MERCOSUR 의회는 종의 다양

성 보호를 위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개국를 아우러는 환경보호를 위한 초국경지

대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MERCOSUR 4개국이 공유하는 구아라니 대수층(Guaraní Aquifer)

에 대한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입법기능이 없었다

(Torres&Diaz 2011; Câmara dos Deputados Brazil 2010;Malamud 2015, 170–171). 

이러한 MERCOSUR내 환경관련 기구·제도의 영향력 제한은 실제로 MERCOSUR 회원국

이 지역환경 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MERCOSUR 환경협정의 

제한성에 대한 사례로 종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반대였다. 유전자변

형 기술 사용에 유보적이었던 여타 MERCOSUR 국가와 달리 아르헨티나 정책입안자들은 

1990년대 이를 용인하였으며 MERCOSUR 환경협정은 종의 다양성 문제가 제외되고 나서야 

승인되었다. 또한 사회·환경적 의제를 다룸에 있어서 MERCOSUR 제도의 취약함은 우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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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벌어진 우루과이강 유역의 펄프공장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드러났

다. MERCOSUR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서 결론이 났으며 이는 결국  MERCOSUR 분쟁해소기제의 취약함만 노출하였다(Pavón 

Piscitello and Andrés 2007). 

따라서 지역환경협력은 지역 환경단체들의 몫이 되는데, 당초 몇몇 환경단체들은 

MERCOSUR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환경과자연자원재단(Fundación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FARN)은 MERCOSUR 초기에 자유무역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으며, 몬테비데오에 기반한 라틴아메리카사회생태센터(Centro Latinoamericano de 

Ecología Social, CLAES)은 지역통합과 무역을 이슈로서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MERCOSUR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MERCOSUR 관련 환경제도가 지역 환경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각종 활동에서 MERCOSUR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고 지역기구가 제공

하는 정체성을 이용하지만 정부주도의 협력과정이나 지역기구와의 연계는 거의 없다

((Siegel, 2017:71;Hochstetler, 2011). 

마지막으로 역외재원에 의한 환경관련 프로젝트들이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MERCOSUR 정책입안자와 역외 공여자 특히 유럽 공여자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는 매우 

분명하다. 서던콘 정부들이 MERCOSUR 환경기구들에 재원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부 재원에 의존하였다(Fulquet 2010, 15;MERCOSUR 2008). 역

외에 의존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주로 독일협력기구(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or GTZ)와 유럽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경쟁력과 환경(Competitividad y Medio Ambiente, CyMA)은 GTZ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2002-2007년까지 운영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체로 중소기업에서의 경쟁력과 환경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종료 이후 2년동안 MERCOSUR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

산을 유지해갈 여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EU와 합의하였다. CyMA는 MERCOSUR내 환경 

기구 특히 SGT6를 강화하였고, 여타 실무그룹과의 공조도 이끌어냈으며 MERCOSUR 환경 

정책의 주변화를 일시적으로 저지하였다(Siegel, 2017:72-73). 그런데 CyMA의 평가((Monge 

and Jacoby 2007)에 따르면 EU 공여자들의 목적은 특수한 환경주제나 지역환경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MERCOSUR를 EU형태의 지역통합으로 진전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유럽적인 환경보호 규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민족기

구로서 EU모델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MERCOSUR 모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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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명되었으며, MERCOSUR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지역적 수준에서 내려지는 여러 결정들

을 과소평가하였다. 실질적으로 MERCOSUR와의 협력은 MERCOSUR의 구조와 한계를 알아

야만 기대와 현실 사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MERCOSUR 정책입안자들은 애초 EU모델을 열렬히 채택하였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메르코수를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는 거의 없으며, EU식의 초민족

적 기구를 만들 의사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유럽 공요자들은 EU모델과의 관련

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MERCOSUR를 지역환경협력의 주요한 경로로 삼으려 하였다. 그

러나 서던콘 정부들은 MERCOSUR 제도를 강화할 의사가 없었으며, 환경보호가 우선순위도 

아니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환경 규범이 확산되는 것에 반대하였고 MERCOSUR 환경

협력은 분절화되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역외공여자와 MERCOSUR의 균열로 인해 CyMA의 

경우 GTZ가 두 번째 시기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 GTZ사무실은 패쇄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의제는 시행하기 어려워

졌다. 그리고 단발적이고 한시적인 프로젝트만 남아 있거나 그 이후로 별다른 활동이 없다

(Hochstetler, 2011; Siegel, 2017: 73-75). 

MERCOSUR의 많은 제도들처럼 MERCOSUR는 지역환경협력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높은 

제도화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효율적 협력에 이르지 못하였다. MERCOSUR의 환경전략이

나 선언은 실행을 결여하였고 이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던콘 정부는 MERCOSUR 제

도에 지역의 초국경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도 짧은 기간에 불과했다. 역외 공여자들과의 불화도 명확했으며 몇몇 시민사회단

체들이 메르코수를 정체성을 나누고 있었지만 MERCOSUR 정부는 이를 공식적 제도로 통합

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는 MERCOSUR가 단지 상징적 책무와 유럽스타일의 지역통합의 

형태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MERCOSUR가 유럽외에 가장 발전된 기구로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서던콘에서의 환경협력과 관련해서는 이후 쇠퇴하고 말았으며, MERCOSUR는 점

차 노동권이나 역내 비대칭성을 다루고자 하는 구조수렴기금 등의 사회·정치적 목적에 보

다 집중하였다(Siegel, 2017). 

2. 시민권 중심 지역통합의 주체들과 행동계획   

1) 지역엘리트-정부행위자-다자적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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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오랜 권위주의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지역통합의 과정

에서 사회적 권리를 포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역 내에서 경제통합을 추

동한 NAFTA는 어떤 사회적 권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MERCOSUR의 경우도 초

기에는 사회적 권리에 관한 논의를 결여하고 있었다. MERCOSUR의 기초가 되는 규범은 주

로 국가 주권성, 엘리트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규제, 그리고 ‘남부’ 아메리카에 

대한 소속감 등이었다. MERCOSUR의 설립이 확정된 시기부터 유럽통합으로부터 영감을 얻

어서 ‘사회적 권리’에 기초를 둔 지역통합을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Diuna, 2004; Grugel, 2005).110)

지역통합의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개입’의 결정적 징후는 1999년 사회적 MERCOSUR 연

구소(Instituto Social MERCOSUR, IMS)의 설립이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리우 데 자네이

로에 지부를 둔 이 연구소는 MERCOSUR의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센터였다. 이

들은 점진적 확산과정을 통해 지역형성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쟁점을 형성하는 캠페인을 시

작하였다. 이들은 지역통합에 있어 새로운 시민규범을 도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Grugel, 

2005: 1065).

2001년 이후 시민사회 집단들이 세계화, 발전, 대외정책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FTAA

에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MERCOSUR에 어떻게 비판적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개방되었다. 지역 차원이 대표성, 사회보장과 복지, 시민권 

등을 둘러싼 논쟁이 세계화 및 지역화의 전략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 지역통합에 새로운 관

점을 도입할 때가 무르익었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브라질에서 룰라의 대통령 당선과 유럽

연합-MERCOSUR 협상의 심화 같은 외부적 환경도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MERCOSUR 자체가 FTAA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적 기구로 재인식되었다(Grugel, 2005: 1066).

IMS는 권리-기반 지역통합 논의의 주도적 기관이 되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에 기초한 

지역통합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적 권리를 제시했다. 그들은 

성공적인 통합은 오직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11) 그들은 노동자에 추가해서 지역통합의 과정에서 출현한 광범위한 

110) 실제로 유럽연합은 1990년대 중반에 시민권 문제를 포함해서 남부 지역(Southern Cone) 통합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우루과이의 CEFIR(Centro de Formacion para la Integracion Regional)의 창설을 

후원했다(Grgel, 2005: 1065).

111) 그 대표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문제가 민족적 경계를 초월하고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지

역 전체에 걸쳐 있는 상황속에서 MERCOSUR에서의 지역통합의 진전은 그 목적으로서 사회적 발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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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유의 주체들을 파악했다. 특히 IMS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IDB의 분과 

Department of Integration and Regional Programmes(INTAL)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들은 

MERCOSUR 사회정책 전문가와 정치인을 결합시키면서 ‘Identity Rights and Childhood in 

MERCOSUR’(2000)와 ‘Social Agenda in MERCOSUR’(2003)를 정식화했다. 또 IMS는 1994년

에 설립된 MERCOSUR 내부의 소규모 합동 의회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에 

로비를 수행했고 MERCOSUR 내 시민사회 자문의 공식적 통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사회발전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를 통해 국가와 직접적인 연계가 확립

되기도 했다(Grugel, 2005: 1067-1068). 

IMS가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통합을 제안한 유일한 세력은 아니었다. 2000년대가 되

어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여타의 조직과 기관, 나아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회적 권리 또는 

시민권에 기초를 둔 지역통합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감독(Observatorio 

Social)은 MERCOSUR를 시민권의 증진을 위한 통로로 승인했다. 그들은 MERCOSUR 지역 

전역에서 사회정책 전문가를 위한 연계기구로서 정보공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 

대표는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 두할데(Eduardo Duhalde)였는데, 그는 MERCOSUR의 종

신대표자위원회(the Commission of Permanent Representatives)의 의장이었다. 2003년에 설

립된 그 위원회는 비록 취약하지만 일종의 지역적 규제기관을 설립하려 했고 사회적 감독

(OS)가 지역적 통치구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Grgel, 2005: 1068). 

이들의 활동 하에 IDB와 세계은행 내에서도 일정한 종류의 사회적 투자를 통합하기 위해 

발전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IDB는 사회적 포용을 통한 

발전의 열광적 개척자로 전환되었고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일부로 사회적으로 포용적

인 지역주의 모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IDB, 2003). IDB는 다자적 기관으로서 점차 지

역적 기관을 사회정책입안을 위한 잠재적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Yeates, 2005). 

마침내 키르츠네르와 룰라는 수출성장 및 국제무역과 사회개혁 및 평등의 증진을 결합할 

수 잇는 틀로 지역주의라는 관념을 채택했다. 2004년 3월 코파카바나나(Copacabana) 정상

회의에서 그 두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지역적 모형을 향한 ‘역사적 협

약’에 서명했다. MERCOSUR는 기본적으로 정부간 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의 수렴점은 

정상간 회담의 결과로 표현된 것이다. 

함해야 한다,... 지역의 모든 시민이 존엄 속에서 발전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부는 지역적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사고해야만한다. 새로운 사회적 통합은[Merco녁에 걸쳐 일어나고 있

는데] 지정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Lun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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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 앞서간 아르헨티나의 지식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시민권 

논의의 개입 이외 지역의 주요 지도자의 정치적 기여와 초민족적 정책 행위자 즉 다자기구

등이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였다. 키르츠네르와 룰라 이전 카르도소 행정부와 루아 행정부는 

경제적 과정과 정책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 능력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

다. 카르도소는 MERCOSUR 임시의장(Pro-Tempore Presidency) 시절과 집권 말기에 지역통

합을 가속화하고자 하였으며 거주협정의 협상을 가속화하였다. 2007년 키르츠네르와 룰라는 

민족적·지역적·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정치·경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의 양자적 관

계를 형성하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 국가의 정상을 통한 메르코소르의 재도약에는 발

전 목표 및 전략의 재정의라는 과정에 뿌리박고 있었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대

한 의문제기,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 글로벌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플랫폼으로서 지역통

합의 증진 등이 포함된다(Margheritis, 2018, 421;Phillips, 2001). 정상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

역엘리트에 비해 취약한 국가구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과 글로벌 정치지형에서의 남미아메

리카의 입지 강화와 관련되기도 한 것이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메르코소르에서 우리는 이민을 범죄화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

서 이민이 범죄화된다면 우리는 공개된 공간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의 틀과 

발전에 대한 고려 내에 이민을 틀지우는 것에 대한 수사학적 강조, MERCOSUR를 글로벌한 

차원의 지배적 경향과 대립하여 위치짓고자 하였다. 이민을 권리로서 정의하는 것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안보화(9.11 이후 NAFTA에서의 미국의 정책)와 외국인혐오(Xenophobia)

로 특징짓는 북미와 남미를 구분짓고자 하였다. 그리고 MERCOSUR는 이민에 대한 남아메

리카 회의, 이민에 대한 지역회의 등을 통해 지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구상을 도출

하고, 거주와 시민권에 대한 일련의 협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로서의 이민자라는 인권 기반

의 지역협력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하였다(Margheritis 2013).  선후를 가리기 어려우나, 정부

간제도로서의 MERCOSUR의 이러한 회담은 앞에서 언급한 IMS의 예에서 보듯이 수많은 연

구기관, 싱크 탱크, 국제기구의 정책 권고와 아이디어와 공명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이민기

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UN라틴·카리브 경제위원회 내 라틴아

메리카·카리브인구센터(Centro Latinoamericano y Caribeño de Demografía/Population 

Division within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ELADE),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이민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Migratorios 

Latinoamericanos/Latin American Migratory Studies Center from Argentina,  CEMLA)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을 둘러싼 모든 논쟁과 선언들로부터 인권의 옹호, 이민정책의 향상,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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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촉진, 이민자권리를 둘러싼 국가정책의 개선, 대량의 국외 추방과 제노포비아적 태도

에 대한 비판, 역내 지역간 협력 증진, 국경통제의 개선, 자문포럼의 확대의 중요성 등이 

등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독일 아데나워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과 같은 민간재

단, UNDP와 같은 국제기구가 다양한 전문가그룹에 재정적·논리적 지원을 하였다. 이를 통

해 MERCOSUR내의 민주적 참여, 소수그룹의 역량강화, 정치적 행위자와 시민사회 사이의 

대화와 관계형성과 관련 아이디어의 확산, 엘리트의 사회화 등을 꾀하고자 하였다

(Botto,2011).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은 다시 최고위 정책입안자와 대통령 연설에 반영되는

데, MERCOSUR를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구조내에서 상대적으로 긴밀한 외교정책구조와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를 감안한다면 이는 효과적인 채널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시민권 

개선을 위한 기술관료, 활동가, 학자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와 글로벌거버넌스 논쟁에서의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초민족적 네트워크와의 연계, 

정책입안자들과의 연계를 가진 전문가와 선구적인 활동가들의 아이디어가 지역적 차원에서

의 정책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국경 통제를 둘러싼 국가능력과 정부의 관심 그리고 실질적

인 인간 흐름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Bellettini and Carrión 2008; Botto 

2011;Mármora 2003; Gurrieri 2005).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시민권을 지향하는 지역통합 움직임의 특징은 라틴아메리

카에서의 지역적 협력은 (우리가 상상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풀뿌리 사회운동으로부

터 오지 않았으며 전문가 집단, 사회정책 전문가, 회원국 관료, 다자간기구인 미주간개발은

행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Grugel, 2005)112). 

(2) ‘MERCOSUR 시민법을 위한 행동계획’의 개념적 모순과 국경통제의 문제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진보 정권 10년간 MERCOSUR는 사회적·정치적 통합

을 확장하고 혁신적인 규제 방안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주와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시민권 논의는 지역적 이동, 사회·정치적 권리,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규범을 형성

하였다. 

2010년 12월 4개 회원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MERCOSUR 시민권’이 승인되었다. 정

확히 말한다면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 결의안 64/10은 ‘MERCOSUR 시민권 규정의 점

진적 형성을 위한 행동계획’(a plan of action for the gradual formation of a Statute of 

112) 여타 노조,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사회·노동선언 부분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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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Citizenship을 승인하였다. 결의안에 따르면, ‘MERCOSUR 시민권’은 회원국가들 

내에서 국제조약의 지위로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서 MERCOSUR 출범 3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MERCOSUR 시민은 회원국가들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거주할 수 있으며 고용될 수도 있다. 그들은 상품, 화폐,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전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권리의 평등성과 사회보장 체계 및 노동법의 통일성을 향유할 수 

있다(UNRISD, 2013). 이는 MERCOSUR 지역통합의 새로운 상황을 나타내는데, 특히 인민의 

이주의 자유와 균등한 사회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경에 제한받지 않는 지역적 이동성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동등한 거주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또한 MERCOSUR의 경계를 가로질러 공식적 노동시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Mondelli, 2018). 이러한 틀내에서 상호작용은 민족적 수준 그리고 재화, 서비

스, 사람, 노동, 자본 그리고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의 국경간 이동에 놓여져 있으며. 사회적 

행위자들, 기업, 정부 등 서로 다른 수준의 행위자들이 공간적 수준에서 공존한다. 이는 민

족국가를 넘어선 통치성에 대한 필요를 낳는다. MERCOSUR를 포함하여 많은 지역통합의 

기획들이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제도적 수준이 낮고 지역적 정책의 조화가 부족하

며, 이민자들에게 있어 공식적 노동시장, 사회적 보호, 공공서비스, 정치적 목소리와 참여에

는 많은 장애가 있다(UNRISD, 2013:12). UNRISD(2013)에 따르면 MERCOSUR를 비롯하여 

UNASUR 등의 남아메리카는 이민자의 권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가장 진보된 지역이지

만, 영토적 불균형과 이질성 속에서 MERCOSUR는 상당한 포용성과 통합론적 수사학 사이

에서 움직여왔지만 구체적 행동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2002년 거주자협정, 2010년 MERCOSUR 시민규정에 대한 행동계획(2010) 등을 통

해 시민권을 중심으로 국가주도의 사회적 아젠다가 형성되었으며 그 진보성은 높게 평가된

다. 또한 그 과정에서의 2007년 헤시페(Recife) 협정은 논자들에 따라서는 “EU를 넘어선 가

장 진전된 세계적인 자유 이동의 과정”이라고 평가된다(Acosta and Freier 2015: 179). 거주

자협정은 ‘유럽적 스타일의 자유이동의 지역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전이며, 동시에 궁

극적으로 남아메리카 시민권 창출의 기초’(Acosta 2015: 213)라고 평가된다. 헤시페협정은 

MERCOSUR 시민규정(the Statute of Citizenship of MERCOSUR)에 대한 지침으로 CMC결의

안 64/10에서 파생하는 지역적 수준의 권리에 대한 변형을 증진시킨다. 협정은 2010년 

MERCOSUR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공통의 이해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지역적 

시민권과 연관된 수많은 조치들을 담고 있다. 시민법과 그에 따른 전체 서던콘 지역을 위한 

광범위한 권리들은 MERCOSUR국가 사이의 지역적 접근의 성공적 단계를 알리는 역사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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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이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MERCOSUR 시민권과 관련된 구상들은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정책 수행, MERCOSUR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 자유, 사회적·문화

적·경제적 조건, 노동, 보건, 교육의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행동계획(결의안 64/10)은 원리상 그 시행과정에 모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것은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계획이 이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

다. 단적으로 이미 거주협정에서 그 기준을 ‘MERCOSUR 시민’으로 정하였으며 이것의 연장

선상으로서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이주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Ceriani Cernadas, 2013). 

행동계획의 2조에는 MERCOSUR 시민권과 관련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1) 

사람의 순환 2) 국경 3) 신분증명 4) 입증 서류와 영사업무의 협력 5) 노동과 고용 6) 사회

복지 7) 교육 8) 교통 9) 통신 10) 소비자 보호 11) 정치적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순환과 국경은 이주 통제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절차를 간단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관세 증빙과 이주 증빙의 점진적 조화를 언급하는 것이다. 고용은 “노동자들의 순환을 

촉진하는 지역적 계획의 발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계획 어디에도 국경의 철폐

와 회원국 사이의 국경통제의 철폐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순환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니기 때문에 이민 유입국이 노동시장의 필요에 기반하여 이동성

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결의안 64/10은 MERCOSUR 사회-노동 선언을 재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데 사회노동위원회의 강화, 고용시장 감독의 강화, 고용 지침의 발전, 

아동노동에 대한 지역적 계획, 노동 감독 및 노동자들의 순환 촉진 등을 언급한다. 그렇지

만 노동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교육이나 보건 등도 일반적 언급은 있으나 이민

자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다소간 결여되어 있다. 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선출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거주협정과 달리 행동계획에는 준회원국에게는 시민권이 확

대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준회원국으로 

확대된 MERCOSUR는 실질적으로는 UNASUR를 구성하는 국가 모두를 포함하며 이주에 관

한 남아메리카회의에 참여하는 국가와 동일하다. 이미 UNASUR와 남아메리카회의는 이주자

의 자유로운 이동과 권리에 대한 수많은 구상과 선언을 하였다. 둘째 준회원국들은 이미 결

의안 64/10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협정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입법을 최적

화된 상태이다. 요컨대 행동계획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거주협정은 전통적인 이주의 숭인이

나 신분에 따른 권리의 소유가 아니라 국적에 기반한 거주라는 개념의 형태를 띠지만 행동

계획에서 거주 기준의 유연화가 국가들 간의 국경철폐에 대한 과정과 병행되지 않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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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적에 기반한다는 것이 장애로 작용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Ceriani Cernadas, 

2013).    

이러한 행동계획의 논리적 모순과 별도로 2002년 거주자협정(2009년 효력 발생)으로 본격

화된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들의 권리에 대한 승인은 풀어야 할 수많은 난점들이 존

재한다. 우선 수십년동안 진행되었던 광범위한 규제하의 제도적 수준과 이러한 결정에 있어

서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광범위한 변형을 요구한다. <표 4-8>에서 보았듯이 상품, 노동 서

비스의 자유로운 순환, 노동, 사회적 권리, 교육, 인권 등의 영역에서 국경수준에서 행해진 

조치들에 상응하거나 이들 조치의 광범위한 변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결정의 개별국가내 입법과 시행 등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노동선언의 국

내입법과정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주권의 제약 없이 정부간 틀에서 MERCOSUR의 사법적·제

도적 수단에 의해 통합의 거대한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MERCOSUR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메르코소르 제도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 이루어진다하여도 국내입법 과정에

서의 지연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적 유효성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다

(Mondelli, 2018:431-433). 

그리고 MERCOSUR의 시민권 구상이 여타의 지역적 구상 및 대륙적 수준의 구상들(특히 

UNASUR)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자 단점이다. 여타 지역통합체에 대하여 

MERCOSUR에서는 MERCOSUR고위대표(ARGM. High Representative General of 

MERCOSUR)가 MERCOSUR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2010년 행동계획 이후 ARGM은 

MERCOSUR 시민권을 넘어 남아메리카 시민권의 가이드라인과 연계된 사회적 의제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국경문제, 노동과 고용, 사회적 안전, 교육, 신분증명, 영사관사이의 협력, 

정치적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한편, 여타 지역통합체(특히 UNASUR)와의 제도 간 

조정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일련의 서던콘 지역을 휩쓸었던 정치적 혼란속에 그러한 지역통

합체간의 논의는 지연되었으며, 서던콘 지역의 외무장관들은 ARGM이 제도적 구조와 관련

해서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결정하고 몬테비데오의 사무실을 폐쇄하였다(Ramírez 2016).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재차 MERCOSUR의 경제적 무역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MERCOSUR 시민권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행동계획에 심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MERCOSUR가 기본적으로 정부간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MERCOSUR의 주요 정부 2개

가 바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기 때문이다. 여타 사회적 의제들, 예를 들어 사회적 조치를 

위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for Social Action, PEAS), 새로운 사회노동선언

(Socio-labour Declaration)과도 MERCOSUR 시민권을 위한 행동계획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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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장위원회 

°합의된 정치적 행동과 자문을 위한 포럼(Forum for Consultation and Concerted Political Action, 

FCCP)

°교육장관회담 산하 기본교육지대의 지역조정위원회(Regional Coordinating Commission of Basic 

Education Area), 국경지대학교 실무그룹 

°내무장관회담 산하 범죄관련특별실무그룹, 이민특별포럼, 테러리즘특별포럼

°보건장관회담 및 MERCOSUR HIV/AIDS 정부간위원회

°MERCOSUR부서 및 시, 연합주, 지방들간의 자문포럼 및 산하 국경통합실무그룹

°공동시장그룹 

°SGT No. 1 통신(통신관련 실무그룹) 

°SWG No. 5 통신교통 산하 국경지대촉진위원회 

°SWG No. 11 보건: 보건감독위원회, 국경지점, 터미널, 공항, 항구의 하위위생통제

°MERCOSUR 무역위원회 

<표 4-20> 국경문제와 관련되는 주요 기구와 포럼(Mondelli, 2018:437)

으며 이러한 의제 상 중첩도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는  MERCOSUR내 여러 기관들간의 조

정과 책무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난점들 즉 정부간 조정과 제도적 조정이라는 문제는 특히 국경문제에서 등장한다. 

MERCOSUR시민규정을 위한 행동계획이 통합통제지역(Integrated Control Areas, ACI)의 활

동, 헤시페협정의 검토, 관련 제도들, 국경도시의 연계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Linked 

Border Towns , Localidades Fronterizas Vinculadas—LFV)과도 긴밀히 연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의안 64/10의 진전된 (서류상)성취를 보여주는 ‘국경이웃이동카드’(Border 

neighbourhood Transit Card)는 현실적으로 국경의 주요 지점들에서의 통치기제 조정을 필

요로 하는 등 여타 조치들과 긴밀히 연계된다. ‘국경이웃카드’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문제는 

‘핫 포인트’(예를 들어 Posdas Incarnation 사이의 이동 지점)의 이동, 이구아수 폭포의 3개

국 접경지대를 포함한 관광객의 이동 지점, 그리고 일상적인 국경간의 이동인데, 이러한 실

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조치와 의제 토론이 존재한다. 

2016년 베네수엘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SGT18 등의 실무그룹에 만들어져 국경이슈와 

시민권 관련 주제들에 일정정도 진전이 있었다. SGT18의 활동과 더불어 수많은 실무그룹과 

MERCOSUR의 기구들이 국경문제와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으며(표 4-20 참고) 이를 통해 

MERCOSUR 거주협정의 가시성의 증대, 새로운 사회노동선언의 구상, MERCOSUR 다자 사

회적 안전협정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MERCOSUR시민규정을 위한 행동계획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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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No. 2 관세문제 산하 국경통제와 활동에 대한 기술적 하위위원회 

°사회-경제 자문 포럼 

MERCOSUR는 이러한 국경지대와 관련된 거주·이전과 시민권의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기도 하는데, 자유로운 이동성과 권리 접근성에 대해 국제이민기구와 연합 프로젝트

를 형성하고 거주협정이 국경지대에 가지는 영향력, 시행이후 국가 사이의 동학을 파악하고

자 한다. OIM-ARGM 프로젝트는 특히 두 개의 국경지대(파라과이-아르헨티나, 브라질-우루

과이)에서의 인구 이동성의 조건들을 조사하였다. 접근방식은 보다 잘 관리된 국경지대에서

의 사회권의 보호체제와 연계되면서, 역내블록 수준에서의 이민자들의 이동성과 관련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부의 다자적인 정부간 공조의 영역은 매우 방대한 반면, 공공행정 

수준에서 개별 사무소 간의 협력적 연계는 취약하다.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 신분증명, 영사

협력의 촉진 등 국경의 문제는 MERCOSUR 국가의 통제력의 발점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

에 없다. 장점은 국경의 주요 지점의 효율성과 관련되는데 절차의 간소화, 이민통제절차의 

최적화, 관세 서류와 이민노동자 사이의 점진적 조화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적 관점에서

는 매우 민감할 수 있다. 또한 국경지점들 사이의 심각한 지정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국경 주요지점에 있어서도 아르헨티나와 우루

과이 강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경지점체제 및 활동과 파라나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사이에

는 인프라 및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큰 격차가 있다. 또한 CMC결의안 08/12, 25/14 등에 

따른 이민서류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도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구와 국가 행위자들과 연

계되어 있어 어려움이 뒤따른다(Mondelli, 2018).

이처럼 MERCOSUR 시민규정 행동계획의 수행과 관련하여 우선 내부적으로는 

MERCOSUR 시민법과 관련한 정부기구들 사이의 더 조율된 협력, MERCOSUR 사회적 시민

권 의제와 연계된 MERCOSUR 제도적 구조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부문과 

MERCOSUR 사이의 내적 연계와 효율적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MERCOSUR 

시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주장들을 대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형태의 정

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MERCOSUR 시민규정이 실질적 의

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사회-노동의 궤적, 최소한의 권리, 공통의 기준, 보편적 원

리를 만들려는 지역의 역사적 부채 등의 배경이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이 MERCOSUR 

시민규정 행동계획 즉 각종 이주·거주와 관련된다. SELA(2015:439)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인구의 12%가 이주를 떠나며 대부분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한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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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데 SELA(2015)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는 지역적 협상에 있어 이러한 주제를 형성하는 규제적 측면에 있어 노동의 중요성을 

지시한다. 자국시민과 관련지어 이민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민

자들에게 요구되는 진입의 조건과 관련하여 국가들 사이의 더 큰 대칭적 구조를 만들 시나

리오가 제공되어야 한다(SELA 2015: 149)". 

결국 서던콘(MERCOSUR)를 위시한 남아메리카 지역통합과 개발협력의 핵심은 수많은 ‘권

리장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권리’없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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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권리기반과 지역사회 형성의 (불)가능성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지역주의’하에서 북미의 NAFTA가 이러한 조류를 대표하는 

지역주의의 모형이자 기준이라면, 이에 대항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적 

모형에 기대어 MERCOSUR를 제시하였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는 토

착적인 발전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결집을 통한 실질적 독립과 집합적 협상력의 증진을 목

표로 한 오래된 라틴아메리카주의의 전통이 있어왔으며 상대적으로 평등 및 권리에 대한 

인민주의적 요구가 강한 지역이다. MERCOSUR는 이러한 전통과 ‘새로운 지역주의’ 흐름이 

결합되어 탄생한 대표적인 남-남협력 사례이다. 이로 인해 MERCOSUR가 공동시장을 표방한 

지역경제통합임에도 불구하고 MERCOSUR는 NAFTA에 비교하여 매우 정치적이다. 

MERCOSUR는 공동시장에 시민정부, 민주주의 공고화와 공통된 제도라는 이상을 결합하고

자 하였다. 

범아메리카주의에서 멕시코가 선택한 NAFTA가 북미지역의 한 갈래로서 출현하였다면, 범

라틴주의라는 강한 지역주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라틴아메리카에는 G3, UNASUR, 안데

스공동체, 볼리비아 동맹 등 다양한 구상과 지역통합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지역주의

의 중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두 거대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하여 

MERCOSUR가 탄생하였다. 아순시옹 조약을 통해 출범한 MERCOSUR는 EU의 제도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EU와 같은 초민족적 구조의 제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MERCOSUR 

또한 일종의 정부간주의의 결과물로 형성되었으나 다른 지역경제통합에 비해 일종의 정상회

담에 의한 ‘대통령주의’에 입각하여 지역통합과 관련된 많은 의제들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MERCOSUR의 탑다운 방식은 초기 제도 형성에 있어 유연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발휘하였지

만 장기적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실행력이 결여되었으며, 비정부행위자들의 제도적 접

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경제통합으로서 정부간제도의 이러한 특징은 MERCOSUR가 회원국간에 구조적 대칭

성 다시 말해 회원국 구성에 있어 브라질이 인구, 총국민소득, 지리적 규모, 외교적 영향력 

등에 있어 압도적 측면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MERCOSUR 제도의 불안정성의 근본

적 요인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자신들의 대외 정책의 지렛대로서 MERCOSUR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민족적 이해와 MERCOSUR의 유지를 위한 입장이 상반될 경우 과감

하게 민족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러한 MERCOSUR에서의 브라질의 ‘람보’적 지위는 지역경

제통합의 발전의 원인이자 장애의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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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시장을 표방하는 MERCOSUR는 지역적 발전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시장과 사회·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사회적’ MERCOSUR 사이에서 진동한다. 특히 이러한 면은 공동시

장의 생산요소이자 권리의 담지자인 노동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MERCOSUR의 경제적 성장

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결부된 ‘사회적 권리’는 지역통합의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사회적’ MERCOSUR와 관련된 의제들은 ‘좌파’ 성향의 정부의 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MERCOSUR는 역내 노동의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이주의 자유

뿐 아니라 역내시민권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노조 및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노동권을 포함한 사회

적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회·노동선언 등 노동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많은 ‘권리장전’들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타 지역경제통합과 달리 근본적인 구조적 비대칭성을 가진 MERCOSUR는 역내 불균등 

문제에 대해 2000년대 이후부터 회원국별로 입장에 차이는 있으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일종의 재분배기제인 구조조정수렴기금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군

소파트너국가들의 인프라 특히 파라과이에 대한 지역개발협력을 MERCOSUR는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구조조정수렴기금의 규모가 작으며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것이 지역적 수

준에서의 역내 비대칭성 해소기제인지 회원국간의 정치적 이해의 산물인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지역경제통합의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 활발

한 협력과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지역환경협력은 대체로 주변화되어 있는데 이는 

역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일종의 ‘신채굴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환경협력에는 지역 시민단체, 국제기

구 및 역외기금이 다양하게 참여하였음에도 MERCOSUR 제도의 근본적 취약함으로 인해 환

경분야는 지역협력의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었다. 

MERCOSUR에서는 지역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방향과 의제 설정에 있어 학계나 지식인 등 지역엘리트를 중심으로 ‘사회적’ 개입을 활발하

게 전개하는 것이 행위자적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지역 엘리트들은 자신이 가진 정부행위자

와의 비공식적 루트와 국제기구의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협조하면서 MERCOSUR의 사회적 

의제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한 MERCOSUR 내 민주적 참여, 정치적 

행위자와 시민사회 사이의 대화와 관계 형성 등을 꾀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구

조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외교정채구조와 함께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 채널일 수 있으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초민족적 네트워크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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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책 입안자들과의 연계를 가진 전문가와 선구적 활동가들의 아이디어가 지역적 차원의 

정책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 시민권을 지향하는 지역통합의 움직임 자체는 실제로는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보다는 전문가집단, 사회정책 전문가, 회원국 관료, 다자간기구인 미주

개발은행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기반한 MERCOSUR의 사회

적 의제들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정치경제적 위

기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MERCOSUR에는 수많은 ‘권리장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 제도화와 ‘권리’없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건의 형성

이 보다 중요하다. MERCOSUR는 ‘사회적 권리’ 및 ‘지역공동체’와 열망 그리고 ‘공식적 제도’

와 ‘실질적 지역발전’ 사이의 괴리들 사이의 균형추를 찾는 것이 지역-사회 형성의 (불)가능

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MERCOSUR는 항상 장식적 선언과 시행 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 



- 218 -

5장. 발전기반 지역-사회 형성 : ASEAN과 동남아시아 

1절. ASEAN 지역통합의 특징

1. ASEAN 지역통합의 역사적·지역적 배경

(1) 동아시아 발전주의와 냉전적 지역통합113)

19세기말 이래 동남아시아는 개별국가가 식민지라는 형태로 현대적 국제질서에 통합되었

기 때문에 2차 세계전쟁 이후 탈식민화 이후에도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정체성이나 공동의 

운명이라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중국혁명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지역적 냉전질서가 확립되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상징되는 동남아시아의 체제대

결은 탈식민지 이후 대륙부 동남아시아와 해양부 동남아시아로 지역질서를 분할하는 효과를 

낳았는데 이는 일본에서 해양부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미국의 안보 노선과 궤를 같이 했

다. 

미국은 냉전질서의 확립과 함께 이른바 ‘발전주의’를 통해 저발전국가들이 ‘자유세계’에 편

입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열전을 수반한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동아시아

는 특히 ‘발전의 쇼케이스’가 되었다. 우선 미국의 냉전 전략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켰으며, 케넌 복구안(Kennan Restoration)에 따라 일본의 재건과 지역적 헤게모니 전

략이 추진되었다. 애치슨 선언과 돗지 라인를 계기로 동남아시아가 일본의 배후지로 전환되

었다(Cummings, 1984: 315). 한국전쟁 이후 일본은 이른바 ‘발전국가’의 주도로 부흥을 맞

이하고 “나르는 기러기”의 최선두가 되어서 동아시아 여타 국가들이 모방할 수 있는 모범들

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은 미국-일본-동남아시아 사이의 일종의 삼각무역을 

추진했다(Arrighi, 1994: 339-440, Cummings, 1984: 323). 동아시아는 미국식 “풍요사회”와 

“발전”의 동아시아 판본을 만들어내고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발전으로 초대”하기 시작하였

다.114)

따라서 동아시아의 발전적 지역주의는 일본에 기원을 둔 ‘발전국가’ 모형과 일본을 중심으

113) 1절의 일부는 현민(2017a)을 수정·보완한 것임. 

114) 여기서 우리는 지역적으로 동아시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일본-하위 체계 국

가들의 연쇄라고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관념이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중국의 부상의 

결과이다. ‘동아시아’는 필연적으로 미국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Bess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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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지역적 분업체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생산·노동 분업뿐 아니라 이의 전제가 

되는 각 지역의 소득과 성장단계에 따르는 분배를 통해 지역경제의 중심에 주변지역을 연

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이룬다는 함의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발전지역의 경제

적 능력을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편입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응집력을 주고자 하는 것

이다(Dent and Richter, 2011). 이런 측면에서 냉전시기에 동아시아의 역내 산업과 무역에 

대한 지역협력은 일본 중심의 분업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발전주의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강력한 

‘발전주의’ 또는 경제적 민족주의 성향을 보인다(Selden, 2012). 

아세안(ASEAN)의 형성은 베트남전이라는 열전의 시기로 소급된다. 1965년 존슨은 ‘정복 

없는 평화’라는 베트남 정책연설에서 미국의 베트남 정책의 정당성과 아울러 동남아시아 경

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존슨 정부는 1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동남아시아 개발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동남아시아개발연합’을 

설립하였다. 이 같은 계획은 베트남전의 악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

갔지만 역내 다자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같은 시기에 역내 변화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4-1966년 사이 인도네시

아 수하르토 정권의 출범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관계개선을 배경으로 해양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내국간 분쟁 종식이 진행되면서 지역협력의 움직임도 가시화되었던 것이다. 그 결

과 아시아개발은행, 동남아시아문부대신회의, 동남아시아 중앙은행 총재회의, 동남아시아개

발각료회의, 아시아태평양협의회, 베트남참전7개국회의 등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그리

고 1967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참여한 ASEAN기구가 창

설되었다(이미가와, 2011; 조양현, 2015; Besson, 2009b: 502-504; Pempel, 2000: 57-60). 

그러나 ASEAN 창설의 창설 이후 첫 정상회의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개최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 성과도 크지 않아서 ASEAN 차원의 경제협력은 거의 없었다. 게

다가 동남아시아는 태국 및 해양부 국가와 베트남 및 동맹국인 인도차이나 국가들로 양분

되어 있었기 때문에 ASEAN 기구는 동남아시아지역을 모두 포괄할 수 없었다. 달리 말해 

냉전시기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자유세계’의 경계선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ASEAN

의 지역적 협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체

계 구상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동남아시아의 정치·안보·경제적 협력은 대체로 일본의 발전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냉전시기 일본의 대아시아 무역과 경제원조는 일본의 수출시장

개척에 일조하였으나 역내무역과 협력을 신장시키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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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천연자원 공급처이자 공업제품의 부차적인 수출지로서 개별적으

로 연결되었을 뿐이다. 

한편 이 시기 아세안의 지역협력 움직임을 살펴보면, 1976년 발리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부터 아세안은 역내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1972년 UN의 아세안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Economic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UN Report)가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

고, 발리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협력선언(Declaration of ASEAN Concord)이,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아세안 공업프로젝트(AIP: ASEAN Industrial Project, 1976), 특혜무역제도

(PTA: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1977) 등이 제시되었다. 이후 아세안 산업보완계

획(AIC: 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1981), 아세안공업합작계획(AIJV: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 1983)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아세안 경제협력과 초기 아세안의 

집단적 수입대체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결국 아세안의 수입대체 전략

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국가의 경제정책은 외자유치가 필수적인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현민, 2017a). 

2) 냉전 이후 ASEAN 경제통합의 심화와 발전주의적 지역협력  

197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말까지 아세안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글로벌 생산

구조 속에 아세안이 포함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상징되는 

엔고의 영향 하에 일본 자본의 진출은 가속화되었다.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가 증

대됨에 따라 일본과 아세안의 경제 통합은 심화되었으며 일본은 아세안에서 압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일본의 아시아 투자의 50-60%는 제조업 관련이었으며, 단순한 노동집약 

산업의 이전이 아닌 우회 수출기지이자 생산네트워크의 일환으로서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생산에 있어 아시아 역내 분업이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1990년대까지 아세안이라는 ‘지역’의 내부적 통합의 시도는 강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때의 아세안은 태국, 싱가포르 및 해양부 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도차이나반도

의 국가 베트남 등은 아직 아세안 협력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다. 소득과 발전의 격차로 인

한 참여국가의 이질성과 다양성과 미·일과의  정치‧경제적 양자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결성되기 전까지는 아세안의 

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곽성일 외: 2015, 36-39; 김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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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41-142; 박번순, 2013; 전승수 1995)115).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반공블록’의 하나로 묶여 

있던 아세안 지역도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 신흥시장으로서의 인도

의 등장, 동유럽국가의 체제전환, 아시안 신흥공업국의 위상 강화 등으로 인한 해외직접투

자 유치경쟁은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촉진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이후 외자유치가 필수적

인 수출주도형의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아세안 국가들은 1992년 AFTA 결성과 공동효과

특혜관세협정(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1992) 체결을 계기로 지역적 경

제협력을 강화한다. AFTA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아세안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발전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세안투자지대기본협정(FAAIA: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 1998)이 체결되었다. 또한 인도차이나반도의 

구공산주의권 국가들 중 개혁개방을 모색하던 베트남이 1995년, 라오스, 미얀마가 1997년, 

캄보디아가 1999년 ASEAN에 합류하여 그 외연이 확대되게 된다(곽승일 외, 2015; 박번순·

김경훈, 2012: 10-28). 

1990년대 세계화와 지역주의 확산 속에 인도차이나반도의 구공산권 국가들이 신규 가입

함으로써 아세안은 그 외연을 확대하였다.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임시적인 ASEAN+3체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리고 2002년 AFTA의 본격적 출범과 더불어 개별국가별 혹은 아세안+1 형태의 자유무역협

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3년 발리 정상회의의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로의 이행 선언, 2008년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등을 통해 

아세안은 단순한 지역무역협정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대 이후에는 국제무대에서의 단일 플랫품 유지를 위한 발리협약III(Bali Concord III, 2011), 

‘역내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틀’(The Asean Freamework for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역내 포괄적 경제협정을 위한 기본틀’(ASEAN 

Framework for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채택되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의 중심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단일 공동체로 나아갈 의지를 표명

한 것이다(곽승일 외, 2015; 박번순·김경훈, 2012; Ravenhill, 2009: 215-219). 

115) 1980년대 아세안 역내 무역 오히려 감소하여 아세안 역내 수출 비중은 1970년 21%에서 1988년 18%

로 감소한 상황이었으며 아세안 공업프로젝트 등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초기협력 프로

그램이었던 특혜무역협정 등의 효과도 미미했다(박번순, 2013: 5-6). 



- 222 -

특히 이중에서 AEC는 역내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 노동자 그리고 자본의 보다 자

유로운 이동을 통해 아세안자유무역지대에서 공동시장으로의 전환 및 생산기지로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AEC는 또한 역내 전자·자동차 산업 중심의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의 대등한 결합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은 동아시아 체계 내에서 

매력저인 투자처이자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2000

년대 이후에는 개별회원국들이 각국의 성장전략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면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곽승일외, 2015; 박번순 2013; 조갑제, 2010; Park, 

2011). 

아세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1년 

IT버블 붕괴시기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의 아

세안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2008-2009년 글로벌 금

융위기를 제외한다면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아세안의 역외 투자 유치는 약 170억 달러에서 2007년 약 82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5년

에는 약 1256달러이다(표-1참고).116)

<그림 5-1> 아세안 해외직접투자(2015년 기준 상위6개국) 

유입현황(1986-2015)(단위:US 백만달러)

출처: UNCTADstat data center (online)  자료 재구성  (검색일: 2017.06.19)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협정도 변화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에 아

116) 한편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

보다 M&A를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M&A에 대한 투자는 1997년 -2001년 평균 59억 달러에서 

2007-2011년 170억 달러로 증대되었다(ASEAN Secretariat,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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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투자보장협정(ASEAN IGA: ASEAN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1987), AFTA 출

범이후 자유무역지대 형성기에는 아세안 투자지역기본협정(AIA, 1998)이 체결되고 AEC로의 

이행과 공동시장 준비 과정에서는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2008, 2012년 발효)이 체결하였다. 이 중 ACIA는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NAFTA로 대표되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의 아세안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 투자자유화 수준이 높은 투자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곽성일 외 2015: 40-45; 김관호, 

2009; Verico, 2016). 

경제통합 가속화를 배경으로 아세안의 총교역량은 1990년 2,760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4700억 달러로 8.9배가량 증가하였다(곽성일 외, 2015: 78).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역내 무역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1993년 CEPT발효 이후 역내무역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 18.8%에서 1995년 23.9%, 2000년 24.7%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 이후 하락세로 전

환하였고 2007년 이후는 정체되고 있다(박번순·김경훈 외 2012: 56). 또한 <표-5>에서 드

러나는 것처럼 역내무역집중도 지수117)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역외국가들과 ‘아세안+1(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을 여타 지역

통합체와 비교하면 2012년 현재 아세안 23.7%, EU 59.1%, NAFTA  39.2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곽성일외, 2015: 80)118). 또한 EU, NAFTA, 남아메리카공동시장(MERCOSUR)등

과 비교하여 소비재 비중이 낮고 역내 무역의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다119). 이는 다국적 

기업의 최종조립을 위한 중간기지 역할을 아세안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나희량, 2015; 

Baldwin and Kawai, 2013; Hale, 2011).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을 보면 1990년대까지 최대 규모였던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교역비중은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파른 상

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을, 2009년에는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였다120). 

117) 역내무역집중도지수에 대해서는 나희량(2015: 38-39)을 참고할 수 있다. 

118) EU, NAFTA, MERCOSUR 등과 비교할 때, 아세안의 역내무역규모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아세안의 무역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도 있다(나희량, 2015). 

119) 아세안 역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6.1%에서 2012년 67.4%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며, 최종재는 1980년 12.3%에서 1994년 32.9%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8년 19.9%, 2012년 

22.5% 수준에 머물고 있다(나희량, 2015: 48). 

120) 2014년 현재 아세안 생산 물품의 최종수출지역 비중은 아세안(26.5%)을 제외하면 중국 11.6%, EU-28 

10.3%, 일본 9.3%, 미국 9.5% 순이다(ASEAN Secretariat, 201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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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중국의 무역증가율은 연평균 18.1%로 아세안 전체 무역 증가율 10.5%를 크게 앞

지르고 있다(곽성일 외, 2015: 80-91). 

아세안 확대 이후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차원의 생산연쇄, 즉 하청체계에 통합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국가와

의 무역협정을 추진하였는데, 협정이 포괄하는 범위나 자유화의 수준은 나라에 따라 달랐

다.121) 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AFTA)은 외형상 다자적 협정의 형태를 취하지만 매우 

특수한 제도적 특성을 가졌다. 각 회원국은 상이한 예외조항을 갖는 자신의 고유한 관세일

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10개 회원국가들 사이의 상이한 양자적 협정의 연계망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또 그들의 양자적 협정은 개별 국가의 발전주의적 기획과 결합되며 미국적 모

형의 자유무역협정과는 거리가 멀다. 아세안(ASEAN)과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과의 개별

적 자유무역협정도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 경제통합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상이한 경제 발전수준, 낮은 사회문화적 동질성, 이질적 산업구조 등을 가지고 있다. 

ASEAN은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양상은 지역적 차원 또는 하위-지역

적 차원에서 발전주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의 형태를 띠고 있다. 

2. ASEAN의 제도적 특징  

(1) 제도적 구속력의 취약성    

동남아시아 지역은 ASEAN이 지역통합의 중심적 기구이지만 역사적·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ASEAN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협력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ASEAN

의 제도뿐 아니라 ASEAN의 발전과정 상에서 파생된 협정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ASEAN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여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미얀마, 라오스, 

1999년 캄보. 브라나이는 1984년. 베트남은 1995년, 라오스, 미얀마 1997년. 캄보디아가 

121) 이와 관련해서 동아시아 지역 내 수출의 60% 이상이 중간재이며 대미 수출의 60% 이상이 최종재라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aldwin and Kawai, 2013).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하

청망을 형성해서 최종적으로 미국을 향해 완성된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 내 하청

관계는 그와 관련된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동아시아 지역 내 기계 부

품의 수출은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452%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 내 수출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일본이 지역 내 국가들과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의 상당 부분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Hale, 201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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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가입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1990년대 새로운 지역주의의 물결 속

에서 아세안은 1992년 싱가포르 4차 정상회담 이후 공동효과특혜관세협정(CEPT), 아세안자

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FTA)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강도를 높여갔다. 1995년 방콕

에서 열린 ASEAN정상회담은 확대된 경제통합을 위한 의제를 체결하였고 1997년에는 아세

안 비전2020을 채택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지역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기

로 하였다. 

ASEAN은 단순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뿐 아니라 ASEAN+X의 협력형태들도 동시에 

발전시켰다. 1994년에는 아세안지역협력포럼(ASEAN Regional Form, ARF)을 통해 비아세안

국가들에게까지 정치적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아세안지역협력포럼 중 비아세안 국가들

은 호주,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남북한, 몽고,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러시아, 미국 등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를 망라하고 있다. ARF는 1990년

대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 중 냉전의 붕괴에 따른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아세안

은 ARF를 통해 신뢰구축, 아세안의 우호협력 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

의 확대), 테러방지 등에 있어 진전을 보였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동북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의 협력을 

여러 방면에서 재고하게 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 결성된 ASEAN+3(ASEAN Plus Tree Forum, 

APT)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치앙마이 구상(Chiang Mai Initiative CMI)을 제시하였다. 이

는 지역적 확대 협력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었던 ARF와 달리 경제분야에 있어 지역협력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Yeun and Nesadurai, 2007).  

한편 AFTA를 통해 경제통합을 가속화한 ASEAN은 2003년 ｢아세안협정II 선언｣

(Declaration of ASEAN ConcordII, Bali Concord II)을 통해 정치 및 안보 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적 협력이라는 세 가지 주춧돌 위에 아세안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AFTA의 흐름을 계승한 경제협력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으로 명명된 명확한 계획을 

가졌다. ｢선언｣에 따르면,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을 단일시장과 생산기지로 건설할 

것”이며, 지역을 세계적 공급연쇄의 더 역동적이고 견고한 일부로 만들 것이다. 아세안의 

전략은 아세안의 통합과 아세안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으로 이루어진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로 향해가는 과정에서 AFTA, 서비스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 아세안투자지대(ASEAN Investment Area, AIA) 등을 포함

하여 경제적 구상의 실행을 강화하는 수단과 새로운 기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다(ASEAN 홈

페이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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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2015년 11월 27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공동

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2016년 경제공동체(AEC), 정치·안보공동체(APSC), 사회문화공동체

(ASCC)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아세안공동체는 일견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

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통화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상

품·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노동의 이동을 전제하고 있지만 ‘국경 간 무역과 투자활동에 

관련된 전문숙련노동에 대한 비자 활성화’ 등에서 보듯이 그 이동은 제한적이다. 또 “관련 

부문별 장관급 기구가 청사진의 시행과 감독을 책임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제도

적 실행력은 높지 않은 편이다(Laursen ed., 2010: 256-260; ASEAN Secretariat, 2017a).

ASEAN을 ‘공동체’라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무역

을 넘어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무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라는 명칭은 인민과 그

들의 정체성이나 권리 등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명칭이 확고한 책무성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ASEAN 공동체는  다소 느슨한 개념이다. 지역통합에 있어 공동체는 공동시장과 마

찬가지로 멤버십에 대한 지역적 요구, ‘정부간주의’에 대한 제도적 강조, 의사결정에서의 만

장일치제 등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동체는 정부 간 기구보다는 지역공공재 영역 

내에서 협력을 꾀하고 자신들이 하나의 집단임을 내세운다. 공동체는 지역 인프라 제공에 

있어 시장을 넘어선 공동의 목표와 정책을 채택한다. 정의상 공동정책은 제도적 틀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수행을 요구하며 제도적 구조의 강화를 꾀한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의회나 

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Closa and Casini, 2016: 149-150). 

물론 현재 ASEAN이 이러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공동체 선언에 이르

기까지 ASEAN은 지역적 이슈를 다양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지역적 협력을 발전시켜왔는

데, 특히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지역통합(AFTA 형성)과 지정학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ASEAN 공동체가 혼합되어 추구되었다. 그러나 지역적 제도와 규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형

성하려는 지향은 강하지 않았고 여전히 매우 느리게 강화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아세안 

헌장에서 경제통합의 목적이 여전히 단일시장 형성과 ‘아세안 내의 개발격차 축소’에 있다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강화, 선정(善政, good governance)과 법에 의한 통치의 강화, 인

권의 개선과 향상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된다. 또한 ‘독립, 주권, 평등, 영토적 통일성과 민

족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 등 1967년 이래 지속된 아세안 중심성과 내정불간섭

의 원리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ASEAN 헌장은 ASEAN에 법인격을 부여한다(3조). 아세안 정상회담은 ‘최고 

122) https://asean.org/?static_post=declaration-of-asean-concord-ii-bali-concor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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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기구’로 언급되며, 2년마다 회담을 갖는다(7조).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아세안 조정

위원회(8조), 정치-안보 공동체 위원회, 경제공동체 위원회, 사회-문화 공동체 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9조)가 있다. 부문별 장관기구(10조)가 구성된다. 또한 사무총장(11조), 상시대

표위원회(12조) 인권기구(14조)가 있다(14조).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자문과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오래된 원칙이 재천명되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세안 정상들

이 결정을 내린다(20조). 21조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있는데, 경제적 협력을 위해 ASEAN-X

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ASEAN Sec, 2018). 

헌장에서 드러나는 아세안의 제도적 배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상회담이 

가장 높은 층위에 있으며, 정상회담의 하위에는 다양한 장관급 회담, 그리고 그 아래 고위

관료급 회담, 가장 낮은 수준에 다양한 실무그룹을 가진 일종의 ‘정부 간 기제’의 지역적 판

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규범은 ‘아세안 방식’에 따른 합의가 규범이다. 다수결 투표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의 위임은 없으며, 지역적 수준의 독자적 기관으로의 권위의 

이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아세안 사무국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제도적으

로 취약하다. 

아세안의 제도적·법적 취약성은 1996년에 도입된 분쟁해결기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당초 분쟁해결기제에는 다수결의 가능성을 포함하였지만 활용된 적은 없다. 1996년 의정서

에는 자문, 상품 사무소, 조정 중재에 대한 부문을 명기하고 있었으며 분쟁을 평가하는 패

널 구성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중재 및 평가를 위한 패널 보고서는 고위경제관료회의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SEOM)에 의해 고려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다수결에 

의해 규칙이 제정된다. 이러한 규칙은 아세안 경제장관급회담에 상정되어 다수결을 통해 최

종판결이 이루어진다. 해당 분쟁당사국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는 없다. 

2004년 베트남 회담에서는 보다 향상된 분쟁해결기제가 합의되었다. 고위관료나 경제장관

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7인으로 구성된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성립되었으며, 

1996년의 분쟁해결기제보다 ‘법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2004-2005 ASEAN 연차보고서는 이

를 하나의 진전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ASEAN 새로운 분쟁해결기제가 실제로 활용된 사

례는 없다. NAFTA가 포괄적인 헌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규칙기반의 분쟁해결

기제를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ASEAN은 포괄적 헌장을 갖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투명한 분쟁해결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Koesrianti, 2016). 한편 협

정의 성격, 지역헤게모니, 제도적 능력에 따른 아세안의 제도적 특징은 아래 <표5-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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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성격 지역헤게모니 제도적 능력

․정부간주의에 

입각한 기본협정 

․주요 기제 : 

CEPT&AFTA로 

대표되는 경제협

정

․실질적 지역헤게모니 부재 

․인도네시아의 약한 리더십

․약한 제도적 리더십

․회원국내 문화적·정치

적·경제적 다양성  

․아세안 일반: 자문, 협의, 내정불간섭/제도적 취약성과 

유연성 

․AFTA & AEC: 아세안 지역통합의 근간, 정부간 제도와 

사무국을 통한 모니터링, 일정정도의 책무성을 담지 

․분쟁해소기제: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음

․재분배 기제: 제한적 재분배(ASEAN 개발기금)

<표 5-1> 아세안의 제도적 특성(Laursen ed., 2010:263 수정·보완)

다.  

ASEAN 지역통합의 조건과 제도적 특성은 <표1>로 요약될 수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공동

체에까지 진화하여 왔지만 여전히 ‘정부간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또 분명한 지역

헤게모니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회원국가들은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지역적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지역적 기구들의 제도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이른바 ‘아세안 방식’이라는 독특한 협력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2) ‘아세안 방식’과 ‘아세안 중심성’

ASEAN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은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독특한 협력방식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그런 협력방식은 회원국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역외 협력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방식’은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 상호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

원국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금지, 회원국 간의 조정 및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총

칭’(김도희, 2015: 142)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세안 방식’은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주

요사항을 논의하고 이후 선언의 형태로 의사결정을 이끄는 형태를 취한다. 인도네시아의 산

불로 인한 지역적 차원의 환경오염, 1997년 캄보디아의 쿠데타, 1999년 동티모르 사태, 증

대되는 초민족적 범죄와 테러리즘, 1997-9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등에서 나타난 협력은 

모두 ‘아세안 방식’이라는 지역적 협력방식의 결과였다(Laursen ed., 2010: 256-258; Yeun 

and Nesadurai, 2007).

이러한 아세안 방식은 회원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 그리고 아세안을 둘러싼 지정학적 요

인, 그리고 아세안 경제의 대외의존성에서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세안 방식은 아세

안 국가들에게 다양한 이점이 있다. 우선 아세안 방식은 다양한 이해가 중첩되는 동남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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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에서 외교적 융통성을 부여한다. 또한 아세안 방식은 국내정치에 대한 외부의 감시

를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아세안 방식에 기댐으로써 개별 정부들은 자신들이 행정적‧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나 민족적 우선순위가 아닌 일에 관여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따라서 아세안 방식은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초민족적 문제들에 대해 집합적 해결

책을 요구받는 회원국들에게는 가장 ‘실용적’ 대안이 된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아세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은 그들이 회원국내의 경제발전, 정치체

제, 사회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해 인권이나 민주화 같은 심도 있는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지

역적 협력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ASEAN이라는 지역기구가 개별회원국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이유이기도 하다(Yeun and Nesadurai, 2007). 그러나 아

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공동체라는 통일된 지역협력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

도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회원국내외의 정치·외교적 분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적 협

력에 있어서도 ‘아세안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싼 안

보갈등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중요시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양자사이에서, 더 

넓게는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거리를 둠으로써 안보분야에서 집단적 중립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미묘한 아세안의 중립적 위치와 접근방식은 지역적 차원의 금융이나 무역 의

제에서도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 강국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1997-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

기를 계기로 한 APT의 결성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치앙마이 구상(Chiang Mai Initiative)

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중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함으로써 출범이 가능해진 지

역포괄경제협력체(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아세안 방식이 역외 

국가에 수용된 사례에 속한다. 

아세안 방식을 활용한 이 같은 지역협력방식으로 덕택으로 아세안은 2000년대 이후 동아

시아 및 아·태 지역 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서면서 이른바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논

의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ASEAN이 언급한 목표와 지역기구의 실질적 성과 사이에는 크나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지

적했다(Cuyvers and Pupphavesa, 1996; Ravenhill 1995; Wong 1989). 아세안 방식에 특징

적인 합의를 중시하고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은 회원국들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만들 수 있다(Jetschke and Ruland, 200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세안 방식이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높게 평가한다(Acharya 2011; N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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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들에게 아세안 방식은 개별회원국의 주권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실용적 방법이다(Nesadurai 2001). 

그림 2 아시아 각국의 파워지수(호주 로위연구소) 

출처 : 매일경제 신문-2018.09.17. 재인용 

사실 지역통합이나 여타 의제에서 ‘아세안 중심성’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에 비해 아세안회원국들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인구와 영토가 큰 인도네시아는 경제력과 국방력이 취약하고 경제력이

나 기술적 국방력이 뛰어난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일 뿐이다. 단적으로 <그림2>에서 보

듯이 아세안 국가들 중 어느 국가도 현재까지 지역헤게모니 국가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ASEAN 회원국간의 비대칭성과 역내 강국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는 지역적 

차원의 분배 문제와 협조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attli, 1999, 170). 

(3) 지역협력의 국가중심성

‘아세안 방식’은 지역협력에서도 고유한 양상을 낳는다.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전체의 포

괄적 문제에 대해 강한 지도력과 제도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개별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즉 ASEAN은 지역협력에서 개별 회원국의 행위를 제어하기보다는 ‘자율성’ 속에서 

개별 이해추구를 용인하는 것이다(황기식·김현정, 2013; Acharya, 2009; Besson and 

Stubb, 2012: 4; Katada, 2011; Jones,2016; Stubbs, 201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ASEAN의 

제도적 유연성은 큰 매력인 동시에 제도적 취약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Bes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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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성 있는 제도’의 수행, ASEAN 회원국 

내 인권 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Laursen, 2010: 262-264). 또한 

Mattli(1999: 171-170)는 모니터링 또는 제 3자적 강제와 같은 책무성 있는 제도가 부재한 

아세안에서는 회원국들이 의사결정의 권위를 지역기구에 옮기는 것을 꺼려한다고 지적하며, 

그로 인해 분쟁 해결도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된다고 지적한다. 

아세안 방식의 이러한 이면들로 인해 아세안이 실질적으로 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지, ‘공동체’ 또는 집합체로서의 아세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아세

안 방식’이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한 회의론 또한 적지 않다. ‘아세안 방식’의 

사안별 접근, 중립성, 개별회원국의 자율성, ‘느슨한’ 제도화 등은 외부적 강제에 대한 모호

한 입장 표명과 개별회원국간의 ‘균열’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다. 역내 이해관계와 외부

적 힘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은 각자 개별적 이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장점으로 부각되는 아세안 중심성이라고 칭해지는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리더십 또는 균형자 역할 또한 그 자체가 내적 역량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 냉전의 해체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정치․안보 측면에서 복잡

한 이해관계가 각축하는 다자주의적 협력의 공간을 낳았다. 이 공간속에서 ‘중립적인’ 아세

안은 역외 강대국이 자신의 능력을 경쟁적으로 투사하고 ‘다자주의적 협력’의 각축을 벌이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반면 아세안이 지역협력을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피상적 역할을 넘

어서 실질적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러한 면은 TPP와 RCEP를 

둘러싼 역학관계에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속에서 아세안은 외형상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TPP와 RCEP 양자 모두에 기대를 걺으로써 중립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의 광역화 자유무역협정 참여는 정치․안보 및 지정학적 이

해와 연계되어 역외 주요 강국에 대한 경쟁과 견제, 포섭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동남

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체계 내에서 미․중 경쟁이 치열해면서 역내 국가들은 양자택

일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위계체계에서 하위

에 위치한 아세안은 정책적 실패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김예경, 2008; 이승주·방은혜, 

2015;이재현, 2016b; 조갑제, 2010; 62-65; Besson, 2009a, 2009b, 2010, 2016; Ravenhill, 

2009). 

아세안 방식과 이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아세안 중심성의 공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남반구의 지역주의 흐름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볼 

때,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지역통합의 사례이다(Kraphol, 2017)(그림 5-3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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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세안 방식이 기본적으로 회원국간의 주권의 독립성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포함하기 때문

에 이러한 형태의 통치 방식은 외부의 안보 위험을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회원국의 행동이

나 정책에 지역적 차원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에 아세안은 다양한 기제를 고안하고 있

는데, 아세안 헌장 21조에도 언급하고 있는 ASEAN-X 형태의 협력기제들이다. 

ASEAN-X형태는 지역협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회원국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특정 이슈

에 대해서만 특정회원국들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 형태는 양자주의를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준지역 체계의 몇몇 국가들이 일국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식이다. 여기에는 민족적 차원과 준-민족적 차원의 정부기관의 참여

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메콩강 준지역(GMS) 프로그램,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

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 성장지대(BIMP-EAGA)등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준지역협력은 개

발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아세안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들이다(Chavez, .2007: 359-360) 다

른 한편으로 ASEAN은 역내 준-지역체계들간의 협력 방식이외에 ASEAN+X라는 형태로 역외 

비-ASEAN 국가와의 협력, 즉 ASEAN+X의 형태를 통해서도 ASEAN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다. 위에서 언급한 아세안과 일본, 남한, 중국과의 협력 즉 ASEAN+3은 이러한 방식의 대표

적 사례이다. 이 ASEAN+X의 형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여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아시

아 지역경제통합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세안 방식, 아세안 중심성, ASEAN±X 협력체제들을 통한 지역적 협력의 

확대는 그 장·단점을 차치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적 제도 형성에 있어 국가중심적 협력이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아세안 중심성과 이에 파생한 형태의 협력들은 아세안 회원국의 지도

자들에게 개별체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도화하고 제도적으로 취약한 기반을 가진 회원국

(정치 체제)을 보호한다. 그러나 반대로 비공식성과 유연한 제도는 지역적 차원의 협력의 

효과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들이 실제로는 경제적 협력 분야에서 활발하

고 기타 사회·정치적 영역에서는 제한된다(Narine, 2002). 이로 인해 지역적 차원의 의제

를 발전시키고 구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곧 지역

제도 형성에 있어서의 국가 중심성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ASEAN의 제도적 구조에서도 

보듯이 아세안은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

상들간의 협력의 결과로 출현한 많은 구상들은 명확한 법적 위임이 결여되고 강제 기제와 

제재는 현저히 부족하다123). 

123) 단지 AFTA만이 여기서 예외인데, 여기에는 각종 통지와 분쟁해결절차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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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중심의 정부간주의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속성을 가진다. 민족적 정부를 지배하

는 동일한 행위자들-정부수반, 장관, 관료-이 아세안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동시에 지배하

며, 따라서 이들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변화들에 저항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아세안 

방식이 결합될 때 개별국가들은 비간섭주의에 기대어 국내·외적 변화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신규회원국 이외 국가들은 아세안이 운영되는 

원칙과 관행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세안 헌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내정불간섭

에 대한 논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서 논의된 미얀마에 

관한 논의124)는 이미 그러한 변화를 시사하는 면이 일부 있다.

물론 이러한 정상들간의 공식적 회담(이를 층위 1이라 하자)을 보완하고 여기에 개입하는 

하위 층위(층위2)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여론 지도층, 학계, 기타 비국가행위자들이 포

진된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인식론적 공동체들’(Hass, 1992)로서 전문가적 충고와 조언들

이 정상들간의 공식적 회담에 제공되고, 구체적 프로젝트와 정책이 추천되기 전에 자문기구

로 활용된다. 이러한 층위의 행위자들로서 아세안의회기구(ASEAN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 AIPO), 아세안 국제전략연구소(ASEAN Institutes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SEAN-ISIS), ASEAN 대학 네트워크 등이 있다. ASEAN에서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기술적 정책적 후원을 하는 것은 다양한 장관급 회담, 고위관료 회담, 위원회, 

전문가 실무그룹들이다. 층위2는 이들 실무그룹들과 상보적 관계를 가지면서 장관급 회담을 

보완한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지극히 국가(지도자) 중심의 ASEAN 통치 구조에 개방성을 주

지만 여기서도 다분히 정치·안보적 이슈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부문에서 이러

한 일종의 자문기구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세안기업자문위원

회(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ASEAN Secretariat 2003)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화의 실질적 주체인 인민들의 층위(층위 3)는 부족하다. ASEAN은 

공식적인 NGO 승인 절차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

연 NGO가 ASEAN에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2016년 현재 

53개의 시민단체가 등록되어 있다(ASEAN 홈페이지125)). 한편 아세안인민의회(ASEAN 

124) Joint Communique of the 39th 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Kuala Lumpur, 25 July 2006 중 

DEVELOPMENTS IN MYANMAR(https://asean.org/?static_post=joint-communique-of-the-39th- 

asean-ministerial-meeting-amm-kuala-lumpur-25-july-2006-3, 접속일 : 2018.10.31)

125)https://asean.org/storage/2016/12/Register_of_Entities_Associated_with_ASEAN_as_of_16_Nov_2016. 

pdf, 접속일 :2018.10.31) 한편 아세안 헌장 제정 시에는 43개의 시민단체가 헌장에 등록된 단체들로 되

어 있었다(아세안 헌장 부속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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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Assembly,APA)와 같은 기구는 ASEAN-ISIS에 의해 조직된, 층위2와 3사이의 기구

로서 층위 2가 층위 1과 층위 3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만든 것이다. 

또한 11차 아세안 정상회담(2005)기간에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아세안 시민사회회의

(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ACSC)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ASEAN에 전달하는 새로운 

층위 3의 기구들이다(Chavez, 360-362; Yeun and Nesadurai, 2007: 78-82). 

아세안은 그 제도적 구성에 있어 국가간 외교적 수준, 비공식적·인민적 층위를 통해 공

식적 부문을 완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 논의들의 종합이 국가간 수준에서 

공식화되는데, 아세안연합의 정치적·제도적 수준을 정의하는 아세안 헌장은 이러한 공식화

의 사례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 중심의 지역제도가 형성이 지배적이며, 비정부행위자

들의 역할과 범위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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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ASEAN 지역통합의 사회적 동학  

1. ASEAN의 사회적 차원과 개발공동체  

(1) 사회적 차원에 대한 기능적 접근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지역주의가 주목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족적 통치의 약화와 

세계적 통치의 불가능성 속에서 지역적 차원의 통치, 특히 사회적 의제들의 정책화 가능성

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Yeates and Deacon,2006;Deacon, 2007).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지역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사회적 의제를 효

과적으로 제도화함에 있어 아직은 초보단계이다. AFTA 협정과 같은 경제협정은 ASEAN에서 

가장 구속력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배치가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지만 NAFTA와 같은 사

회적 의제를 담은 경제 협정을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아세안 방식으로 표현되는 아세

안의 지역통합의 제도적·전략적 구성 속에서 아세안의 사회적 의제들은 효과적으로 제도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주권 및 독립성에 대한 강조는 초민족적 의사

결정이나 지역적 수준에서의 제도적·정책적 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ASEAN 

회원국들 국내의 제도적·재정적 취약성이 더해진다. 

ASEAN의 사회적 의제를 사회적 재분배, 사회적 규제, 사회권의 차원에서 파악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사회권의 경우, 아세안에서는 여타 사회적 재분배 또는 사회적 규제와 비교할 때 훨

씬 뒤쳐진 분야이다. 노동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영역에 비해 진일보한 사회권의 대표적 영

역인 인권의 경우에도 아세안의 공식적 문서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이후 아세

안 헌장 14조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관련된 아세안 헌장의 목적

과 준칙에 준거하여, 아세안은 아세안 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그리고 사회·문화 공동체의 청사진을 통해 아세안 인권기구를 설립하기

로 함에 따라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이 설립, 2010년 ‘여성과 아동의 권리 촉진과 보호에 관한 아세안위

원회(ASEAN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an and 

Children, ACWC) 구성, 2012년 아세안인권선언이 채택되는 등 되는 등 인권 분야는 외형상 

많은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의 경우 강제성을 가진 협정이 아니며, 

일종의 상담기구이다. 또한 대표자의 지명과 교체는 개별 회원국에 권한이 있는 등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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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도 구성에 있어 취약하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고 기구의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있

지만 2013년까지 AICHR은 인권에 대한 정보의 공개나 공공교육 등 실질적인 활동이 미미

하여 투명성 부족이나 시민사회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아세안정부간인권

위원회 연차보고서(AICHR,2018)에서도  인권보호 또는 인권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어떤 것이 있는지 찾기는 다소 어렵다. 또한 이 기구는 주권 존중 및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이라는 아세안 방식을 존중하다고 명기하는데 이는 실제로는 인권분야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세안 국가 중 오직 4개국만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민

족적 차원의 인권 기제가 있으며, 여타 6개국을 포함한 지역적 기제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백태웅, 2017). 

이외에도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 시민들에 대한 동등한 권리의 인정이나 이민과 노동 

의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민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선언(The ASEA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세부선언 

)”만이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권, 환경권 등 통상의 사회

권적 요소가 지역적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Chavez,2007;강민정외,2014; Deacon, 

2007). 

사회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구상에 의해 좌우된다. 서비스에 대한 ASEAN 기본

협정(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 1995)은 서비스의 자유화 정

도를 무역과서비스에 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체제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하려 하였다. 7개의 최우선 분야(항공 운송, 비즈니스 서비스, 건설, 

금융 서비스, 해운 서비스, 통신 서비스 그리고 관광)에 대해 2020년까지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AFAS가 사회적 서비스(보건, 교육 등)에 어떤 상업적 영향을 미

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양한 연구들(Khor, 2006, Yeates 2005)는 기존의 경험들과 분석

에 기반하여  AFAS가 아세안의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

다. 서비스 자유화는 정책의 설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 자유화는 노동인구의 이동을 포함하게 되는데, ASEAN은 숙련노동

에 대한 상호협정에 대해 논의를 진척시켰고 기술, 간호 서비스 등의 전문분야 인구의 이동

을 위한 상호인정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숙련노동자와 전문직에 한정

되고 있으며 아세안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저숙련노동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한편 환경, 공공보건, 교육, 사회적 보호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사회적 규제와 지역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전히 정책 연구 및 모니터링에 제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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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분야인 환경 영역에서는 진척이 더욱 더디다. 예를 들어 자연자원 보존에 대한 

아세안 협정은 1985년에 체결되었지만 2005년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만이 승인하기

도 하였으며, 2002년 국경간 연무오염에 관한 협정은 인도네시아가 계속 비준을 거부하다가 

2014년 비준하기도 하였다(Deacon et al.,2010)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논

의들이 있지만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노동 및 환경에 대한 표준적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개발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역사회의 의제 또는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개발은행이라는 본래적 한계가 있지만 아시아개발은행 또한 사회적 보호

보다는 메콩강개발과 같은 하위-지역협력체계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적 보호 등

의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ADB, 2007). 실제로는 지역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국가들의 필요를 반영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사회적 보호와 관련

하여 2001년  마닐라 아시아-태평양 포럼에서 제시되고 승인된 계획처럼 성과를 내고도 있

지만(Ortiz 2001) 아세안 수준에서의 자세한 이슈를 다루지는 않는다. 2004년에서 2007년까

지 ADB의 지원은 보건, 영양, 인구, 사회적 보호 프로젝트는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병, 

HIV/AIDS 등의 영역에서 수많은 지역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시민사회참여와 여성 아동 매

매에 대한 규제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프로젝트들이 초민족적 수

준의 정책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으며, 단순히 양자적 공유와 협력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재분배와 관련된 직접적 기금은 존재하지 않는

다. 대신 주요한 수단으로 아세안통합구상과 이를 지원하기위한 아세안개발기금이 존재한

다. 이는 회원국사이의 개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정보 

및 통신 기술,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CLMV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을 한다. 아세안통합구상은 2002-2008년 1차 계획, 2009-2015 2차 계

획을 거쳐 3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1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인적자원 개발, 정보통신기

술, 지역통합, 관광, 빈곤감축, 일반적 프로젝트 등 7개 영역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2006

년 아세안개발기금이 조성되었고 아세안-6는 아세안통합구상을 이행하기 위하여 2800만 달

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호주, 중국, 인도 등 역외 국가 또한 공여국으로 참여하였

다. 실질적으로 보면 IAI와 아세안개발기금은 재분배 자체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신규

회원국들에게 지역통합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늘이기 위해 제공되는 기술

적 여타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재분배기제를 대체하는 개발격차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

세안헌장에도 언급되었듯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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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세안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모두에 걸쳐 중요한 과

제로 취급된다. 도식화해서 말한다면 지역적 차원에서의 아세안의 사회적 의제는 기실 개발

격차 해소로 수렴된다.  

요컨대 아세안이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방식은 구속력있는 협정과 정책 대신 원칙과 열

망을 표현하는 선언을 제시하고 개별회원국이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언으로 제시

되는 사회적 의제들은 대부분 시한이 정해져 있으며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 훈련, 공공정보

에 의한 기능적 협조가 주를 이루며 제도화는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의제는 인권

처럼 보편적 의제의 모습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언에 가까우며 잔여범주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해법은 주로 국가간 협의의 대상으로 등장한

다. 이러한 형태는 ASEAN에 있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인 ASEAN 사회·

문화 공동체(ASCC)의 근간을 제공한다(Chavez, 2007). 기능적 방식의 채택으로 인해 사회

적 의제에 대한 많은 논의는 구체적 프로젝트와 기술적 지원이 따르는 여러 구상들에 의해 

지배되며 정책이나 규제 기준으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아세안 방식 즉 비공식

성,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이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세안 방식의 통용은 

지역협력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시한과 특정 분야에의 집중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의 제도화와 해법과 별개로, 그 대상을 논의한다면 아세안 역시 

NAFTA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통합에 중심을 둔 아세안에 있어서도 사회적 이슈는 노동과 

환경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AFTA가 기업의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표준에 

대한 문제가 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아세안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인적개발에 

대한 문제로 집중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에서는 숙련 노동자 이동성이,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공동체에서 논의된다. 양자 모두 인적 개발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다. 한편 환경과 관련된 의제 또한 환경표준의 마련보다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연무협약처

럼 다자간 협력의 대상이거나 메콩강 개발에서 보듯이 지역의 물리적 연계 즉 개발과 결합

된 형태로 논의된다(강민정외, 2014:113-158).  

(2) 개발격차의 사회적 의제화  

경제적으로 ASEAN은 가장 개방적인 싱가포르로부터 농업기반의 라오스, 석유 기반의 브

루나이 등 다양한 경제구조와 상이한 발전 단계의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세안의 하

나의 공동체로서 사회·문화·지리·경제적인 차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줄이려 한다. 특

히 경제적 부문에서의 개발격차의 축소는 아세안공동체가 내세우는 큰 목표이자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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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그림 5-3> 아세안 50년의 사회·경제적 진보

출처: 아세안 50년 인포그래픽 재구성,https://www.aseanstats.org/infographics/asean-50/, 

접속일: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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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면적 인구 GDP 1인당 GDP 무역 
FDI 

유입

km2 천명 백만달러 달러
달러

(PPP기준)
백만달러 백만덜러

브루나이 5,765 429.0 12,212 28,466 74,914 7,849 460

캄보디아 181,035 15,717.7 22,340 1,421 4,104 5,851 2,732

인도네시아 1,913,579 262,223.4 1,013,926 3,867 12,349 325,796 23,064

라오스 236,800 6,752.8 17,090 2,531 7,332 8,387 1,695

말레이시아 331,388 32,049.7 317,042 9,892 29,236 412,988 9,447

미얀마 676,576 53,397.8 65,607 1,229 6,070 33,112 4,341

필리핀 300,000 104,921.4 313,875 2,992 8,359 176,130 10,049

싱가포르 719 5,612.3 323,954 57,722 93,920 700,946 62,017

태국 513,120 67,653.2 455,704 6,736 18,231 459,458 9,101

베트남 331,231 93,682.4 223,927 2,390 7,027 424,557 14,100

ASEAN 4,490,212 642,439.7 2,765,679 4,305 12,361 2,555,073 137,006

<표 5-2> 2017년 아세안 국가별 개황

ASEAN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안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그림 5-3)를 보면 그간 아

세안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아세안이 아닌 아세안 회원

국의 면면은 <표 5-2>에서 단적으로 보듯이 싱가포르와 미얀마의 1인당 GDP는 46.9배에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는 등 큰 개발격차가 존재한다.  

출처: ASEANStatsDataportal, ASEAN Member States: Selected Basic Indicators, 
https://data.aseanstats.org, 접속일: 2018.11.02)

경제공동체의 주요 축인 ‘균등한 경제 발전’에서 보듯이 아세안 지역통합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경제 통합의 혜택과 발전이 모든 국가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아세안

균등발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에는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뚜렷하다. 특히 CLMV 국가군과 ASEAN-6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경제통합의 효과를 감

소시키는 요인(Verbiest 2013:149)으로 지적된다. 아세안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회주의 빈국이 가세하였기에 통상 아세안의 개발격차는 CLMV 국가군과 ASEAN-6

를 중심으로 사고하며, 아세안통합구상과 같은 개발격차 해소프로그램은  CLMV 국가를 지

원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과 관련된다(예: McGillivray&Carpenter, 2013).  그런데 아세안을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GDP 관점에서 볼 때 2000년대 이후 아세안의 개발격차를 ASEAN-6

와 CLMV 라는 2개 국가군으로만 나누어 볼 수는 없다126). 

2000년 이후 1인당 GDP 추이를 본다면 실제로는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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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2000 2005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캄보디아 254.2 302.6 474.2 1093.8 1163.2 1269.9 1384.4 545%

인도네시아 827.8 780.1 1260.9 3491.6 3334.5 3570.3 3846.9 465%

라오스 287.2 324.8 475.4 2017.6 2159.4 2338.7 2457.4 856%

말레이시아 3431.4 4045.2 5593.8 11183.7 9648.6 9508.2 9944.9 290%

미얀마 193.2 247.2 1260.4 1139.0 1195.5 1298.9 672%

필리핀 815.7 1038.9 1194.7 2842.9 2878.3 2950.9 2989.0 366%

태국 2208.3 2007.6 2893.7 5953.8 5846.4 5979.3 6593.8 299%

<표 5-3> 아세안 국가의 년도별 1인당 GDP 추이(단위:미국달러) 및 증가율 

<그림 5-4> 2000년 이후 아세안 국가의 년도별 1인당 GDP 추이(단위:미국 달러)

를 상위국가로 보는 편이 타당하며, 여타 8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을 중위국가로 

파악하고, 나머지 국가를 하위 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그림 5-4).  

자료출처: WorldBank, 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2018.11.05.

AFTA 체결 이후 지역경제통합이 본격화된 이후 년도별 추이를 본다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베트남의 17배 등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

다. 아세안 통합 이후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단, 절대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 있어 개발격차는 지속

적인 의제이다(표 5-3).  

126)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과 1인당 GDP의 증가로 개별국가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였다

(McGillivray&Carpenter eds, 2013:22).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개발격차 비교에 있어 기본적 요소로 여전

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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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81.7 388.3 683.6 2012.0 2065.2 2170.6 2343.1 1290%

브루나이 14572.1 18008.4 26102.1 41530.7 30967.9 26939.4 28290.6 194%

싱가포르 18302.4 23792.6 29869.9 56957.1 54940.9 55243.1 57714.3 315%

자료출처: WorldBank, 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2018.11.05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총 GDP  추이를 보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총GDP는 인

도네시아가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뒤를 잇고 있어 1인당 GDP와 총 GDP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싱가포르, 인도네시

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상위국가군, 필리핀, 베트남 등을 중위국가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하위 국가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127). 또는 구매력기준 GDP

까지 고려한다면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상위국가군, 나머

지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하위국가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128)

1993 2000 2005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캄보디아 2533.7 3677.9 6293.0 16702.6 18050.0 20016.7 22158.2 874.5%

인도네시아 158006.7 165021.0 285868.6 890814.8 860854.2 932256.5 1015539.0 642.7%

라오스 1327.7 1731.2 2735.6 13268.5 14390.4 15805.7 16853.1 1269.3%

말레이시아 66894.4 93789.7 143534.1 338062.0 296434.0 296535.9 314500.3 470.1%

미얀마 0.0 8905.1 11987.0 65446.4 59687.4 63225.1 69322.1 778.5%

필리핀 54368.1 81026.3 103071.6 284584.5 292774.1 304889.1 313595.2 576.8%

태국 128889.8 126392.3 189318.5 407339.4 401399.4 411755.2 455220.9 353.2%

베트남 13181.0 31172.5 57633.3 186204.7 193241.1 205276.2 223864.0 1698.4%

브루나이 4105.7 6001.2 9531.4 17098.3 12930.4 11400.7 12128.1 295.4%

싱가포르 60644.6 95833.9 127417.7 311539.5 304097.8 309763.9 323907.2 534.1%

<표 5-4> 아세안 국가의 년도별 총GDP 추이(단위: 백만달러) 및 증가율

자료출처: WorldBank, 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2018.11.05.

물론 개발격차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은 발전(개발)에 대해 건강·교육·삶의 질 

127) 브루나이는 인구 42만명의 유사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128) 따라서 아세안 개발격차에 있어 절대적으로 CLMV국가군이 큰 격차를 보이지만, 그 성장률 등을 고려

할 때 다시 한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는 필리핀이다. 그러나 개별국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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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2000년대 이후 아세안 국가별 총GDP 추이 (단위: 미국달러)

개선 등을 포함하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도입하였

으며(UNDP, 1990:10),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Sen(1990)은 ‘역량의 확장(expansion of 

capability)’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인간’과 관계된 

포괄적 사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지수에는 인간개발지수가 있다. 그리고 개

발격차를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외에 사회적 지표를 포괄하는 것이 되며 여기에

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보건, 소득의 영역이 다면적으로 포함되며 제도적 측면

까지 포괄된다. 

자료출처 : WorldBank, 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2018.11.05.

아세안의 인간개발지수를 살펴보기 이전에 ‘삶의 질’과 관련된 대표적 지수로 빈곤율을 우

선 살표보도록 하자. 빈곤율은 국가의 전체 성장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지역 회원국의 빈부

격차에 대해 일정 정도 시사점을 준다. 아세안 회원국의 빈곤율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자료

가 존재하지 않으나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가 절대적 면에서 전체적으로 부유하고 미얀마가 

절대적 면에서 인구층의 대다수가 부유하다고 하면 여타 7개국의 수치로도 어느 정도 추정

할 수 있다. 그런데 <표 5-5>에서 보듯이 아세안의 대다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빈곤율을 

줄여가고 있다. <표 5-6>에서 제시된 것은 MDG 목표 대비로 표시된 것인데, 대다수 국가

가 그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 그 감소 정도와 목표치 대비로 본다면 CLMV 국가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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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목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캄보디아 39 36 36 33 21 14 20

인도네시아 15 18 19 16 13 11 8

라오스 49 43 36 30 24 17 25

말레이시아 17 9 9 6 4 1 8

필리핀 34 32 26 26 24 22 17

태국 34 17 21 10 17 14 17

베트남 72 58 29 16 14 7 36

아세안 31 27 25 18 15 14 15

출처: ASEAN secretariat, 2017b:20 재인용

<표 5-6> 국가별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및 MDG 목표치 

오히려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표 5-6>에서 보듯이 국가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도 CLMV 국가보다는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이 오히려 그 목표치를 달

성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
목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캄보디아 52 48 44 36 28 24 26

인도네시아 54 43 48 22 18 9 27

라오스 57 50 41 38 35 29 29

필리핀 31 26 22 22 23 19 16

태국 13 15 16 16 17 18 7

베트남 68 57 45 23 14 17 34

아세안 47 39 38 22 19 14 23

<표 5-5> 구매력기준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및 MDG 목표

출처: ASEAN secretariat, 2017:22 재인용

교육·보건·소득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한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지수를 비교해보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도고 있다. 베트남은 확연히 빈곤지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필리핀의 

빈곤지수가 베트남보다 더 높다. 따라서 개발격차를 2000년대 이후의 경향만으로 본다면 단

순히 ASEAN-6와 CLMV로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외견상 2000년대 이후 두 개 국가군 사

이의 개발격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추정할 수 있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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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아세안 국가별 MPI(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출처: UNDP, http://hdr.undp.org/en/2018-MPI(2018), McGillivray&Carpenter, 2013:41(2011)(접속일:2018.11.11).

경제지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인간개발지수를 살펴보면(그림 5-7)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이 지수 0.7을 넘는 상위 4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

리핀 등이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 지표 및 빈곤율 등에서 보는 추이와 유사하다. 그리고 

개발지표 중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한다고 할 때 아세안의 개발격차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최상위 2개국 및 말레이시아, 태국을 포함한 상위 4개국, 인도네시아, 필리

핀, 베트남 등 중위 3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하위 3개국 사이의 개발격차라고 할 

수 있다. Severino(2007) 또한 아세안-6와 CLMV 국가 사이의 격차보다는 오히려 아세안-6가 

아세안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세안-6가 CLMV 국가을 전후하여 아세안 통합

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으며, 여러 자료에서 보듯이 아세안-6내의 개발격차가 아세안을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발격차 외에도 우리는 인구밀도, 도로, 철도, 전력, 수자원 , 정보 인프라 등 물

리적 인프라 및 제도적 인프라 및 역량 등을 포함할 수 있다(손혁상·이진영, 2013). 따라

서 ASEAN은 세가지 영역의 인프라 구축 즉 물리적 연계성, 제도적 연계성, 인적 연계성을 

통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자 한다(McGillivray&Carpenter, 2013:84-85).

129)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간의 개발격차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가능성, 개별국가의 발전 

전략(특히 CLMV 국가군 중 베트남)일 가능성, 필리핀 등 기존의 상위 국가의 발전전략의 실패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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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인간개발지수(HDI) 추이 

자료출처: UNDP, http://hdr.undp.org/en/data#, 접속일:2018.11.11.

Nesadurai(1996)에 따르면 ASEAN의 개발격차 해소 프로그램은 ‘개발역량’, ‘제도적 역량’, 

‘산업적 역량’, ‘인프라 역량’, ‘인적 역량’, ‘지속가능한 개발 역량’ 의 향상 등의 영역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개발역량의 강화는 민족적, 하위-지역적, 지방 수준의 경제에 있어서의 기술

관료적 능력 및 발전 지향의 대외 경제 정책의 수행을 포함한다. 개발역량 향상은 ‘좋은 경

제’를 위한 통치능력의 증진과 연관된다. 제도적 역량은 개별국가의 제도적 틀(법적, 조직적, 

사회-문화적)의 발전과 국제적 경제 협정내의 관련 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능력이며, 이

러한 제도에는 재정담당기구, 환경기구, 중소기업 발전 조직을 비롯하여 입법적 능력이 포

함된다. 개발역량의 향상과 제도적 역량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다. 산업적 역량 강화는 국

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효율적 구조조정, 생산연쇄에 참여할 수 있

는 능력과 부가가치 창출능력이다. 인프라 역량은 회원국간의 다양한 물리적(교통, 커뮤니케

이션, 전력생산시스템), 사회적(교육, 보건 시스템) 인프라를 발전 시키는 능력이다. 인적 역

량에는 교육, 기술, 기업가 정신, 기타 인적 자본 개발의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 마지막으

로 지속가능한 개발역량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의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포괄하는 아세안의 대표적 개발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아세안 통합

구상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이다. 아세안통합구상은 2002-2008년까지 인프

라, 인적자원 개발, 정보통신 기술, 지역의 경제적 통합 등 4개 분야에 232개 프로젝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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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1차계획, 세 개의 아세안공동체 즉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아세

안정치·안보공동체의 청사진에 따라 계획된 2009-3차계획 이전까지의 2차 계획이 있다. 2

차 계획은 18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는데, 19개가 연구, 78개가 정책과 시행 지원, 85개

가 훈련 프로그램과 역량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 현재 182개 중 78개(42.8%) 

시행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ASEAN Secretariat, 2016). 아세안통합구상이 1-2차년에 걸

쳐130) 많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인적자원개발, 지역경제

통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많은 수준의 프로젝트와 구상들은 주로 역량 

향상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과 지역통합으로부터 오는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다. 특히 개발도상지역에서는 이러한 협력들이 일종의 발전주의적 지역주의 특색을 지닌다

(Nesadurai, 1996:241-242). 

그러나 아세안은 지역적 차원의 발전과 자율적 공간의 모색을 위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국가의 다양성, 발전 정도의 차이, 인구의 차이, 대외개방도의 차이 등으로 상

당히 불균등하며 불균등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 개별회원국은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강력한 ‘발전주의’ 또는 경제적 민족주의 성향

을 보이고 있으며 AFTA 및 아세안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자국의 발전주의 전략을 실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는 별도로 아세안 

각국은 또한 고유한 성장 방식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

를 유지하고, 말레이시아는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 개방노선을 채

택한다. 태국은 첨단 고부가치 산업 육성정책 추진하며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에 집중한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한다. 이러한 양

상은 다국적기업의 역내 분업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경제성장이 활발한 해외투자의 유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때 <그림 5-1>

에서 보듯이 싱가포르가 전체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일종의 금융허브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회원국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131). 시장창출형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

도네시아와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으로 향하고, 수직적 분업체계를 추구

130) 3차 계획은 식량·안보, 무역 증진, 미소기업 방안, 교육·보건 등의 영역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ASEAN Secretariat, 2016). 

131) 당초 아세안이 지역경제통합으로 진화한 요인 중 하나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인 것을 감안한다면 해

외직접투자의 불균등한 분배도 주요한 개발격차의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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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투자들은 노동력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향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은 해외투자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아세안이라는 단일체로서 여타 지역과 경쟁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별국가의 발전전략과 역외행위자들의 투자 형태를 통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아세안 공동체 출범에도 불구하고 아세

안 역내 불균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곽성일외, 2015:109-118, 164-182; 박상현, 

2014),132)

따라서 아세안 확대과정에서의 기존의 개발격차, 역내 국가들의 발전전략 및 성장의 차이

에서 비롯되는 개발격차 등의 해소는 아세안 지역통합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은 아세안 헌장, 경제공동체 및 사회·문화공동체의 청

사진에서도 나타난다. 헌장과 청사진은 각 영역의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개

발격차를 항상 부각하고 있다. 아세안공동체에 있어 개발격차 해소는 이슈에 특정화된 사회

적 문제를 포괄적 방법이자 그 자체로 사회적 의제인 것이다133). 

2. 사회적 의제의 발전주의적 전환

(1) 개발공동체로서의 아세안 

ASEAN은 2003년 제9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협력선언(ASEAN ConcordII)를 채택하고 ‘하

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구호아래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목표

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아세안 공동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에서 보듯이 아세안 공동체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

안 정치·안보공동체는 안보협력 확대를 지향하며,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을 실현수단으

로 활용한다. 한편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단일

생산기지 구축, 세계의 주요공급지로서 경제발전, 공정한 경제시스템 그리고 사회·문화공동

체의 경우, 인간발전과 사회복지, 사회정의와 인권의 증진 등 복지, 인권, 교육 및 비전통적 

안보 이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ASEAN 

Secretariat, 2009)134). 

132) 경제통합으로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역내 무역과 투자의 증가를 이끄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 

133) 지역적 차원이 아닌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아세안 각국은 경제발전을 통해 여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

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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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은 아세안헌장(ASEAN Secretariat, 2018)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인민(We, 

the peoples”으로 시작되는 아세안 헌장 1장에는 아세안의 목적과 원칙이 기술되어 있다. 

헌장의 목적인 1조는 15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정치·안보

공동체와, 여섯 번째에서 열다섯번째까지는 사회·문화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한가지 항만 관련이 있다. 아세안 헌장의 구성만을 볼 때 

1990년대 이후 경제적인 협력을 중심에 둔 아세안이 여타 공동체도 동등하게 중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 개의 공동체 중 목표와 계획이 선언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향

후의 청사진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경제공동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은 경제공동

체의 실행가능성과 계획이 뚜렷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술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

다. 

ASEAN 경제공체의 경우 AFTA이후 자유무역지대의 효과를 공동체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자유무역의 진척을 알 수 있는 역내 관세율의 경우 아세안은 2007년 2.58%에서 2014년 

0.54%로 인하되었고, ASEAN 6만을 볼 때는 0.04%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유무역지대를 형

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공동체로의 이행

은 단일시장 측면에서는 AFTA의 무역확대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둘째, 단일생산기

지라는 측면에서는 아세안 지역이 아세안 자체의 생산기지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 중심의 

생산기지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균형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발격차

가 상존한다는 점, 넷째 금융협력 등에서는 아세안+3 협력 형태가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

는 점, 다섯째 지역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계성과 인적교류가 극히 제한적이란 점 

등으로 인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박번순, 2013; 박번순·김경훈 2012)점을 볼 때 여타 공

동체의 실현이 효과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정치·안보공동체의 경우 단일생산기지·단일시장을 통해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경제공동

체와 달리 각국의 주권에 따라 제한적인 ‘지역협력’을 꾀한다. 정치·안보 공동체는 민주주

의, 법치주의, 기본인권을 포괄하는 정치발전, 갈등예방, 신뢰구축, 예방외교, 평화적 분쟁해

결 등의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안보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초민족적 개입보다는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이 포함된다(박사명, 2014:12-14). 

그리고 사회·문화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가 추구하는 신뢰구축과 정체성의 문제, 경

134) 2016년 1월을 기해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는 현재 2025년까지의 청사진이 제시된 상태이며 아세안협력

선언II에서 제시된 사항에서 수정·발전된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 틀이 유사하다는 점, 2025 

청사진은 아직 제시되었을 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드맵2015와 각 공동체별 청

사진2015를 활용한다. 단, 필요할 경우 각 공동체별 2025청사진을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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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동체의 경제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를 포괄하면서 외형상 세 공동체의 사이

의 가교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사회·문화공동체는 정체성 형성과 촉진을 위한 교육·

문화 분야의 협력, 빈곤 감축, 개발격차 해소 등 아세안의 사회적 의제를 포괄한다(김형종, 

2015). 

사회문화공동체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세안헌장의 1조에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6

항부터 15항까지 보면 ① 개발격차 해소와 빈곤감축, ②민주주의, 선정(good governace)와 

법의 지배 강화, 인권과 자유 증진 ③ 포괄적 안보원칙에 따라 초국가적 범죄 등에 대한 대

응 ④ 지역의 환경 보호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 보존, 문화적 유산의 보호, 삶의 가치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 ⑤ 아세안 공동체 강화와 인적 자원 개발 ⑥ 인적개발, 사회복지, 

공정한 기회를 통한 삶의 질 강화 ⑦ 마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 구성 ⑧ 사람중

심적인 아세안 ⑨ 지역 문화유산 인식 강화 및 아세안 정체성 증진 ⑩ 아세안 중심성의 유

지 등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의 상관성 속에 놓여 있다135).  

그런데 사회·문화공동체와 관련된 많은 사항이 아세안헌장에 적시되어 있으며 아세안 지

역형성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공동체의 여러 

요소들은 경제·정치안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분리’해 놓은 혐의가 짙다. 또한 이

러한 분리 또는 잔여적 사항이 사회·문화공동체에 포함됨으로써 사회·문화공동체의 독자

적 영역보다는 타공동체 영역과 협력분야가 중복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축소된

다(김형종, 2015;박사명, 2014:15).

애초 아세안 공동체가 추진 과정 자체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

는데, 아세안공동체는 세 가지 축을 동등한 선에서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공동체의 경

우 경제분야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싱가포르와 태국의 구상에 기반하였으며, 정치·안보공동

체는 역내 리더십을 주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필리핀을 중

심으로 사회문화분야 협력 기반의 사회·문화공동체가 제 3의 축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공동체가 문화의 교류나 공유를 통한 정체성 신장보다는 빈곤, 환경, 노동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개념에 있어 여

타 공동체 목표의 잔여로서만 파악된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공동체는 경제통합에 있어 실

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를 경제공동체와 공유하고 있으며, 정치·안보 영

역에서는 인간안보의 문제를 정치·안보 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공

135) ③은 정치·안보공동체, ⑩은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51 -

동체가 실질적으로 노동(숙련노동에 비해 저임금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문화공동체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제한된다. 또한 정치·안보공동체의 국가중심적 

시각은 사회문화공동체가 바라보는 포괄적 의미의 안보를 제한한다. 아세안공동체의 세 축

이 긴밀히 연관되어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공동체는 여타 공동체가 선점한 

주요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각 공동체의 분야간 협력의 중복성과 모호

성이 사회·문화공동체에 반영된다. 경제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정치·안보공동체가 역내 상대적 강국의 이해가 우선 반영된다고 할 

때 사회·문화공동체의 역할은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회·문화공동체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의제들은 경제공동체 또는 

3개 아세안공동체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개발격차 해소라는 단일 의제로 소급될 가능성의 

여지가 생겨난다. 이는 또한 아세안의 전략이 경제적 통합을 거쳐 기능적·제도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기능주의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oesastro, 2006:216). 

실제로 사회·문화공동체의 이행계획들은 경제공동체와 정치·안보공동체의 각종 프로젝

트에서 누락된 사업들의 나열이거나 지역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되고 있다(Severino, 2006: 369). 

사회·문화공동체의 구체적 특성과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분야는 인간개발, 사회복지

와 보호, 사회정의와 권리, 환경지속가능성 확보, 아세안정체성형성, 발전격차의 해소 등 노

동·환경 등의 지역통합의 비시장적 요소와 사회제반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사

회·문화공동체가 노동(인구)·환경 등 주요한 비시장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지만 면면을 들

여다보면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이 인적개발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통합의 가속화를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시장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피상적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제로는 경제

통합의 보조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의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안들은 보험제도라는 

시장 기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화의 부정적 여파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인

터넷포르노 억제라는 피상적 처방책을 내놓기도 한다. 의료보건의 경우에도 보건위생 관련 

상품과 서비스능력개발 전략 마련 등의 시장성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도시 삶의 질 촉진과 

관련해서는 도시 빈민의 거주 환경과 빈곤문제 보다는 대기질과 공해물질 배출감소 등의 

문제에 집중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가 주도의 이벤트성 프로젝트에 매몰될 수 있는 여지

가 다분한 경향이 있다. 사회정의와 관련된 제 권리의 문제들도 약자의 권리보다는 정부 관

리의 수월성에 더 초점이 있는 등 사회적 의제의 설정과 제도화보다는 기존의 MDG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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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에 그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의제

에 대한 규범적 제안들이 선언에 그치고 국가간 협상의제로서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의제라기보다는 실용적

인 단발성 정책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계획들이 촉진한다, 권고한다, 노

력한다 등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김형종, 2015; ASEAN Secretariat, 2009b). 

사회·문화공동체에서 제시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 또는 의제들은 “(아세안)발전을 (아세안 

시민의)삶의 질의 향상으로 파악할 때”(McGillivray&Carpenter, 2013:17) 개발격차 해소와 동

의어가 된다. 실제로 사회·문화공동체에서는 개발격차해소가 간략하게 제시되지만 여타의 

이행계획들은 이 안에 포괄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개발격차 축소라는 목표는 경제공동체에서는 중요한 목표로 제시된다. 경제공동체

에서는 ‘균등한 경제 발전(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2015)’ 또는 ‘ 회복력있고, 포괄적이고, 

민중-지향적, 민중-중심적 아세안’(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2020)을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

(2025 청사진의 경우, 고도로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경제), 경쟁력 있는 경제적 지역(2025 

청사진의 경우,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세계경제로의 통합(2025 청사진

의 경우, 글로벌 아세안)와 동등한 지위에서 취급된다. 그리고 ‘균등한 경제 발전’을 실현하

기 위해 개발격차 해소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IAI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IAI 

프로그램 또한 단발적인 면들이 존재하지만, 경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아세안에 있어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1차, 2차, 3차에 이어져온 IAI 프로그램은 인

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사회·문화공동체가 인적개발 분야에서 제

시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3차계획에 이르면 무역촉진과 중소기업육성방안을 제외한

다면 식량안보, 보건, 삶의 질 등을 포괄하며 보다 사회·문화공동체의 방안들을 포섭한다

(ASEAN Secretariat 2008;ASEAN Secretariat 2015; ASEAN Secretariat 2016) . 환경협력과 사

회정의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제외한다면 실상은 거의 유사하다. 사회·문화 공동체에서 찾

아보고자 한 아세안의 사회적 의제는 경제공동체의 개발격차 해소라는 틀로 수용되는 것이

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경제공동체에서의 개발격차해소는 개별 인민의 삶의 질의 향상보다

는 CLMV 국가와 여타 ASEAN-6 국가간의 개발격차 해소에 보다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물론 아세안의 각 지역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사회문화공동체의 청사진에서 보듯이 보건, 노동이동성, 사회보호, 교육, 자

연 재해, 지역발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는 국가들 사이의 관심을 끌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ASEAN에서 이러한 협력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경제중심성이라는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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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방향과 본질을 바꾸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경쟁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맞

추는 대신 지역의 사회적 차원을 잘 고안해낸다면 경제협정을 통한 통합을 변형시킬 것이

다. 경제통합과 달리 지역의 사회적인 것의 관리는 지역민과 공동체에 다른 방식으로 개입

하며 지역통합에 대한 보다 합리적 이유와 수용성과 통합과정의 민주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아세안은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화해 왔으며, 

아세안의 목표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는 경제공동체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그러한 경제공동체의 토대는 개별국가의 발전(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라고 할 때 

아세안은 실질적으로는 개발(발전주의적)공동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노

동·환경 등의 문제는 사회적 권리나 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공

동체의 개발(발전)의 문제로 해석된다. 

(2)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의 다층성과 중첩성

지역협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차원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재에는 인

프라뿐만 아니라 지역이 하나의 단일체로 형성되기 위한 유·무형의 제도적 능력을 포괄한

다. 아세안에 있어 지역협력을 통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지역의 금융적·정치적 

안정성, 비우호적 환경(ex. 인도네시아의 연무)과 전염병의 예방, 자유무역 환경의 조성 등

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아세안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개발’협력에 집중된다. 지역개발협

력 또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능력의 향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저발전

국의 경제성장과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이러한 개발/발전 혹은 성

장에 대한 집중은 아세안이 지역 통합에 있어 국가간 경제발전의 차이 즉 개발격차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세안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

역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개별회원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뿐 아니라 개별 회원국 내의 인민들의 소득 증진과 균등한 부

의 분배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McGillivray and Carpenter, 2013:134-140) 

아세안에서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협력은 시행 주체면에서도, 지원 재원의 면에

서도, 프로젝트의 범위에 있어서도 다층적 층위에서 상호 중첩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프로젝트의 범위와 참여주체의 면에서 ASEAN 지역적 차원의 아세안통합구상이 있

는가 하면, 지역적 공간형성과 관련된 하위 지역개발협력들 예를 들어 브루나이-인도네시아-



- 254 -

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 성장지대(BIMP-EAGA),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성장 삼각

지대(IMT-GT), 대메콩하위지역(GMS) 등이 존재한다. 또한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상위 

발전국가에 의한 양자적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아세안통합구상 협력내에도 프

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양자적, 다자적, 지역적 프로젝트들이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이 메콩강 개발을 위해 제안한 아세안메콩유역개발협력(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AMBDC)의 경우 기존의 GMS지대 개발 및 아세안통합구상과 

많은 영역이 중복되고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또한 다양하게 개입되어 있다.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ASEAN의 지역적 차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아세안통합구상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도 아세안이 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만 다양한 주체들과 다른 여타 프로그램들과의 중층성을 확인할 수 있다. 

IAI는 아세안에 있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이며, 그 명칭에서도 보듯이 

개발격차 해소가 아세안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Carpenters et al, 2013:9). 6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아세안통합구상은 2000년 제 4

차 싱가포르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그 계획이 제안되고 2001년, 2002년 아세안 장관회담을 

거쳐 2002년 8차 정상회담에서 확정되어 2002년부터 1차 계획이 시행되었다. 아세안통합구

상 1차 계획은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정보·기술, 지역경제통합 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이후 2005년 중간검토를 거쳐 관광, 빈곤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도 

추가로 포함되었다. 대다수 프로젝트가 정책개발 및 집행 지원을 비롯하여 연구·훈련에 초

점이 맞추어진 1차년 계획은 총 232개의 프로젝트, 총 529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세부 분

야별로는 교통·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관련 31건, 역량구축 102건, 정보·통신기술 31건, 

지역경제통합 67건, 관광 11건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1차 계획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포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으며 제도적 능력과 거버넌스 향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CLMV 국가군을 자유무역질서 속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개발을 도모하고

자 한 것이었다. 한편 1차 사업기간동안 ASEAN-6 국가는 186개 프로젝트에 약 3350만달러

를 재정지원하였으며, 대화상대국과 개발기구는 84개 프로젝트에 2192만 달러를 지원하였

다. 대화상대국과 역외 공여자에는 일본, 한국, 인도, 호주, EU, UNDP, ILO, 세계은행 등 

다양한 역외행위자들이 참여·지원하였다136). 

136) 사업기간에 따른 재정규모는 프로그램의 중첩성 등으로 인해 과다계상된 경우들이 존재하여 정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IAI 1차의 재정규모는 아세안 홈페이지에서는 총액을 5290만달러를 제시하지만 행위자별

로 재정규모를 추산한 Carpenters et al.(2013)의 재정규모 합은 약 5600만달러 등 자료나 저자별로 차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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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영역
프로젝트 

수 
재정지원국

인프라
교통 12

말레이시아, 인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에너지 9

인적자원 개발

공공부문역량

구축
78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태국, 인도, 일본, UNDP, 한스자이델, 필리핀 

노동 및 고용 1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일본, 

UNDP, ILO, 필리핀 

고등교육 2 아세안대학네트워크, 브루나이, 일본

ICT 33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한국, 일본, 

베트남

지역경제통합

상품서비스교

역 
26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한스자이델, 인도, 일

본, 한국, 세계은행, UNDP, 브루나이, 덴마크, 

관세 10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표준 12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투자 5 ABA, EU, 세계은행, 태국, 일본 

관광 1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기타 17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

르  태국, 한스 자이델, 일본

합계 232

<표 5-7> IAI 1차 프로젝트 현황 

2009년 14차 아세안 회담에서 승인된 2차 계획은 2009-2015년까지 시행되었는데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들, 특히 균등한 경제발전과 개발격차 해소와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경제공동

체의 16개 분야와 사회·문화공동체의 31개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

는데, 당초 계획은 182개로  연구가 19개, 78개가 정책 및 집행 지원, 85개가 훈련/도제교

육/가타 역량강화 등이었다. 2차 계획은 2016년 3차계획이 채택되기 전까지 확대 지속되어 

383개의 프로젝트 총 498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Carpenters et al., 2013, ASEAN홈페이

지137), 이요한, 2017:83). 1-2차계획 동안 시행된 프로젝트 현황은 아래 <표 5-7, 5-8>과 같

다. 

자료출처: ASEAN홈페이지, Past IAI Work Plan, 1차목록 재구성, 

137) 1차 IAI, 2차 IAI 프로그램 및 3차 IAI 프로그램과 전체 개요는 아세안홈페이지-Past IAI Work Plan(.  

https://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initiative-for-asean-integration-iai-and-narrowing-the-develop

ment-gap-ndg/resources/iai-work-plan-and-iai-projects/ 접속일:2018.08.25.)과 

overview(https://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initiative-for-asean-integration-iai-and-narrowing-th

e-development-gap-ndg/overview-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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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프로젝트 

수 
재정지원국

아세안공동

체와의 관련

상품·서비스 교역 58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EU, 일본,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UNDP, 싱가포르, JICA, 태국 

경제공동체 

투자·금융 40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

도, 일본, 말레이시아, JICA, 필리핀

노동 5 말레이시아, 필리핀, JICA, 싱가포르 

음식, 농업, 임업 18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ADB, 일본, 필리핀, JICA 

경쟁 및 소비자 보호 7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JICA

지적재산권 6 싱가포르, JICA 

인프라 17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EU, 필리핀,JICA

중소기업 개발 10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JICA

소계 161

인적자원 개발 15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뉴질

랜드, 한국, 미국, JICA 

사회문화

공동체 

ICT 24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공공영역 역량 구축 153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

포르,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JICA

빈곤 감축 1 말레이시아 

보건·삶의 질 7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재난관리 4 싱가포르, 뉴질랜드, JICA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싱가포르, JICA

환경 14 싱가포르, 일본,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JICA

문화진흥 1 미국

기타 2 호주 

소계 222

합계 383

https://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initiative-for-asean-integration-iai-and-narrowing-the-develo

pment-gap-ndg/resources/iai-work-plan-and-iai-projects/ 접속일: 2018. 11.18 

(※공동 지원의 경우에도 별도 국가로 표시함. 예: 일본&태국->일본, 태국)

<표 5-8> IAI 2차 프로젝트 현황 

자료출처: Past IAI Work Plan, 2차목록 재구성, ASEAN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initiative-for-asean-integration-iai-and-narrowing-the-develop

ment-gap-ndg/resources/iai-work-plan-and-iai-projects/ 접속일: 2018. 11.18 

(※공동 지원의 경우에도 별도 국가로 표시함. 예: 일본&태국->일본, 태국)

1차 IAI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4개 영역에서 CLMV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각 나

라별로는 차이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사회간접자본 분야, 미얀마는 ICT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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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IAI 1차 54 11 55 7 25 1

IAI 2차 192 18 20 3 15 4

합계 246 29 75 10 40 5

인도 인도+ASEAN 호주 뉴질랜드
호주+뉴질

랜드
EU

IAI 1차 4 1 3 2 3

IAI 2차 1 2 3 15 6

합계 5 1 5 5 15 9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ADB

H a n n s 

S e i d e l 

Foundation

W o r l d 

Bank

A S E A N 

Banker 

Association

(ABA)

The World 

B a n k 

Institute

IAI 1차 1 2 1 2 1

IAI 2차 1

합계 1 1 2 1 2 1

한국
한 국

+ASEAN6
일본

일 본

+ASEAN6
일본+CLMV

IAI 1차 5 16 24 2

IAI 2차 4 1 29

합계 9 1 45 24 2

EU+ASEAN6 독일 미국 Lao PDR UNDP*,ILO

<표 5-9> 국가 또는 기구별 IAI 프로젝트 참여수

라오스는 인적자원개발 분야, 베트남은 지역경제통합 분야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진행되었

다. 앞에서 보았듯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지역경제통합의 지원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우선시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세부영역별 

구체적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해당분야의 훈련 프로그램, 제도구축, 연구, 계획 및 

정책 수단 등 연성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손혁상·이진영, 2013:73). 또한 1-2

차에 걸친 IAI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역외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ASEAN-6 중에서는 프

로젝트 참여수 및 재정지원 측면에 있어 싱가포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역외행위자에 

있어서는 2차계획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정부 및 일본국제개발협력기구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38)(표 5-9). 

138) 국가, 기구별 IAI 프로젝트 참여수와 재정기여도는 ASEAN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저자가 활

용가능했던 자료들을 취합하였다. IAI계획의 프로젝트별 참여국가 수와 재정지원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없으며 자료들마다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및 참여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관계

로 여기에 기재된 수치는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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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 1차 2 1 1

IAI 2차 1 6

JICA+

ASEAN6

UNDP+

ASEAN6

H a n n s 

S e d i a l 

Foundation, 

Japan+ASEA

N6

UN-ESCAP(

UNDP)+

ASEAN6

ASEAN6+

Korea+

Denmark

IAI 1차 2 1 4 1

IAI 2차 57 2

합계 57 2 1 6 1

I 비율 II 비고

브루나이 1,475,332 4.39 1,150,870

ASEAN-6의 비율은 1차 계획에 

대한 ASENA –6국가간의 비율

임 

인도네시아 1,768,668 5.26 565,161

말레이시아 5,314,065 16 587,057

필리핀 30,932 0.09 349,584

싱가포르 24,462,263 72.81 11,574,591

태국 481,902 1.43 374,766

일본 8,085,311 34.8 2,111,730

일본의 경우, 1차계획에서는 

JICA 기여도 포함. 비율은 1차

계획에서의 역외 국가의 비율

임. 

JICA 1,432,817

한국 5,125,127 24.2 49803

인도 3,272,066 15.4

노르웨이 1,528,502 7.2

EU
1,113,039달러 

23740 유로
5.2

호주 999,240 4.7

덴마크 622,395 2.9

뉴질랜드 412,650 1.9

UNDP 445,970 2.1

중국 200,000 0.9

ILO 16,000 0.1

세계은행 29,000 0.1

ABA(아세안은행연합) 19,159 0.1

Hans Seidel Foundation 56,047 0.3

UNESCAP 4,719

AECSP 652,849

자료출처: Past IAI Work Plan, 1-2차목록 재구성, ASEAN홈페이지

https://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initiative-for-asean-integration-iai-and-narrowing-the-develop

ment-gap-ndg/resources/iai-work-plan-and-iai-projects/ 접속일: 2018. 11.18 

* ASEAN6의 경우, ASEAN6 중 한 나라라도 포함된 경우, 예: 일본+ASEAN6는 일본+싱가포르, 일본+태국 

등을 합산한 것임 

<표 5-10> 국가별, 기구별 IAI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기여(단위: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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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50,000

자료출처: 손혁상·이진영(2013:72), ASEAN Secretariat(2009c: IAI 35차 실무회의자료,  Status Update of 

the IAI Work Plan Ⅰ(2002-2008), Mekong Institute(2014b)

한편 2002년에 시작된 본 계획에 대한 2005년 중간 검토에 따르면 관광, 빈곤 및 삶의 

질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를 권고한 것 이외에 중복되는 행위자의 문제, 프로그램 진

행의 비체계성, CLMV 국가의 프로그램 책임성(ownership)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중 

CLMV국가의 책임성은 IAI 프로그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개별 프로그램이 각 회원국

내의 개발협력정책과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차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지적되는데, 우선 IAI 계획과 여타 개발 원조 사이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세안 특히 CLMV 국가를 둘러싸고 지역적 차원, 하위지역, 민

족적 차원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호 중

첩되거나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아세안-호주 개발협력프로그램에 의

해 지원되는 좋은아세안농업(ASEAN Good Agriculture Practices, GAP), 뉴질랜드원조프로그

램에 의해 지원되는 대메콩하위지역프로젝트 중 GAP, 일본에 의해 지원되는 라오스 GAP, 

아세안개발은행에 의해 지는 캄보디아 GAP 등 이다. 다양한 GAP 프로그램이 민족적 차원, 

지역적 차원, 하위지역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표준들하에서 중첩되어 시행되는 것이다.이러

한 것들은 1차계획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체계적인 보고와 모니터링, 집행기구 등 제도적 취

약성에서부터 비롯된다(McGillivray and Carpenter., 2013:9, Mekong Institute 2014a). 

또한 2차계획의 경우 아세안공동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아세안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의 청사진과는 깊은 관련 및 중복을 가진다. 이외에도 아세안이 개

발격차 해소, 아세안 응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구상들도 IAI와 중첩된다.  

우선 2000년 들어 시행된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을 들 수 있다. 아세안 연계성마스터플랜은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

성 증진을 통해 지역적 응집성 증대와 개발격차 해소프로그램을 꾀하고 있는데 IAI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2011년 균등경제발전을 위해 제시된 균등경제발전을 위한 아세안 기

본쳬계(The ASEAN Framework on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AFEED)는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다루고 있다. 세계은행이 기술적 지원을 위한 개념을 제시한 본 구

상 또한 IAI와 그 목적과 우선 순위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두 구상 사이의 협조가 

요구된다. 

1996년 중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이 경제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아세안메콩유역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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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The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framwork)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아세안과 중국이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맺은 이 협정안

에는 다양한 개별국가의 프로젝트와 국경간 프로젝트들이 관여하거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AMBDC의 대표적 프로젝트인 싱가포르-쿤밍 철도 연계(Singapore-Kunming Rail Link, 

SKRL)은 AMBDC의 메콩강유역국가와 비유역국가간의 육로 연계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MPAC와 브루나이행동계획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또한 인도네시아의 

Surabaya와의 연장, 범아시아 철로네트워크의 한축인 Yuxi-Mengzi 철로와의 연장과도 관계

되어 있어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과 중국의 정책적 대

화로서,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AMDC는 중요하며 IAI, MPAC와도 깊이 관

련되어 있다. 

또한 IAI의 목표들은 ASEAN이 MDG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들과도 중첩되고 있

으며, 농촌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아세안의 기본행동계획(ASEAN Framwork Action Plan 

o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RDPE)와도 그 목표를 공유하며 아세안의 

중소기업 발전계획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이처럼 IAI를 중심으로 해서 본 결과이지만 아세

안의 많은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과잉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개

별 구상들의 결과가 과연 효율적이며 또한 효과적인 재원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Mekong Institute, 2014b).

아세안이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개발격차 해소 프로그램이외에도 상가포르, 태국, 말

레이시아 등은 양자적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2년부터 

‘싱가포르 협력프로그램(Singapore Cooperation Program, SCP)을 통해 훈련중심의 기술협력

을 개발도상국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IAI 프로젝트에서도 아세안-4

의 인적자원능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싱가포르는 기술원조외

에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이는 신규 아세안 국가에서는 기술

과 행정력 부족이 경제통합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CLMV국

가군에서 22000명에 달하는 정부 관료들이 영어, 무역 및 금융,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 있어 

싱가포르의 훈련 코스에 참여하였다(McGillivray&Carpenter 2013:144-145). 태국은 태국국제

협력기구를 통해 기술역량 구축과 인적자본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말레이시아는 1980

년에 구상한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손혁상·

이진영, 2013:75-76).   

지역적 차원의 IAI, 개별국가의 양자적 지원외에 아세안은의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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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다자적 협정들이 있다. 이러한 현정들은 IAI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데, 우선 1990년

대 금융위기 이전 아시아개발은행의 메콩유역개발 협력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이외에 일본경제산업성과 아세안의 협력을 통해 메콩강유역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 역사적으로 

자유무역협정보다는 경제동반자협정 방식을 선호하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국은 메콩강유역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일본, 중국에 이어 한

국 또한 메콩강 유역의 인프라, 관광, 인재개발, 기술 분야, 농·임업 등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지만 재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외의 다자적 관계는 앞에서 지적한 ‘아세

안 연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박번순,2013; 박번순·

김경훈, 2012; 손혁상·이진영, 2013; Servino, 2007).

이와 같이 아세안은 ‘개발격차’를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의제로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아세안 차원의 협력방식은 국가별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적·민족적·하위지역적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수많은 역외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참여

하고 있다. 이러한 중층성은 아세안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통합을 유지하는 아세안방식의 개

발협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방식에서 오는 아세안 중심성이 고유의 분절가능성

을 가지고 있듯이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중층성에는 개발협력사업의 상호관련성이라는 장

점 이면에 회원국간의 개별이해, 특히 개별국가별 역외행위자와의 관계, 개별회원국의 독자

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통합 방식의 부재가 동시에 드러난다. 그리고 다

양한 역외행위자들의 참여는 아세안 지역에 많은 이해가 교차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아세안 

지역통합의 ‘개방성’과 동시에 발전전략의 ‘역외의존성’을 시사한다.

CLMV와의 개발격차 그리고 기존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내부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은 개발협력

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선진 공여국과 중국 등의 

역외 국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Severino 2006, 39). 그리고 개발자금의 역외 의존

으로 인해 발전의 내재화가 어렵다는 한계 또한 지적된다(Alavi and Ramadan, 2008). 

(3) 개발협력 재원의 흐름과 역외의존성

1992-2017년까지 아세안에 지원된 ODA를 비롯한 여타 공식적 개발협력자금을 포함한 총 

공식재원139)(the sum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Other Official Flows 

(OOF) 은 총 211,454.54(백만)달러이다. 이 중 베트남에 35.5%, 인도네시아 26.9%,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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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2002 2012 2017
합계

(ODA+OOF)
비율

브루나이 20.29 　 　 　 343.01 0.2%

캄보디아 269.69 137.90 733.81 912.71 14,459.30 6.8%

인도네시아 5,426.61 -85.08 -1,225.06 3,159.74 56,838.56 26.9%

라오스 206.80 400.99 382.33 543.72 9,990.46 4.7%

말레이시아 359.64 996.28 489.00 -789.64 4,126.88 2.0%

필리핀 2,921.02 -47.82 561.62 93.33 24,574.57 11.6%

싱가포르 212.67 　 　 　 2,009.16 1.0%

태국 856.97 -4,106.35 1,120.50 -830.00 10,281.72 4.9%

베트남 637.67 1,806.27 5,252.17 957.59 75,148.80 35.5%

미얀마 120.34 114.97 406.27 1,626.71 13,682.08 6.5%

합계 11,031.7 -782.84 7,720.64 5,674.16 211,454.54

<표 5-11> 1992-2017년까지의 개발협력재원(ODA+ODF)의 총합과 비율(주요 년도만 표시)

11.6%, 캄보디아 6.8%, 미얀마 6.5% 등의 순이다. 이 시기 CLMV 국가로의 비율은 53.5%

이지만, 이 중 66.3%가 지원되었다140).   

자료출처: OECD.S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19.01.02.) (단위:백만달러)

2003 2005 2013 2017
합계

(ODA+OOF)
비율

브루나이 -　 -　 -　 0.00　 0.0%

캄보디아 331.50 585.69 804.85 912.71 9,976.29 7.3%

인도네시아 2,150.62 4,053.43 149.47 3,159.74 26,399.70 19.3%

라오스 171.02 378.31 382.08 543.72 6,728.64 4.9%

말레이시아 1,458.60 0.00 0.00 0.00 5,057.05 3.7%

필리핀 -202.62 0.00 0.00 93.33 8,330.31 6.1%

싱가포르 -　 -　 -　 0.00　 0.0%

태국 0.00 1,279.83 2,250.08 0.00 5,963.90 4.4%

베트남 2,722.40 2,241.85 8,128.37 957.59 61,519.29 45.1%

미얀마 109.77 122.73 3,790.44 1,626.71 12,554.03 9.2%

합계 6,741.29 8,661.84 15,505.29 6,463.80 136,529.21 100.0%

<표 5-12> 2002-2017년까지의 개발협력재원의 총합과 비율(주요 년도만 표시)

출처: OECD.S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19.01.02.) (단위:백만달러)

139)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OOF(Other Official Flows)의 합을 의미한다. 

140) <표 5-11>에서 개발협력재원이 역의 흐름(음수)인 것은 해당국가의 대외원조 및 상환으로 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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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을 IAI가 시행된 2002년이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면 <표 5-12>,<그림 5-8> 

과 같다.141)

<그림 5-8> 2002-2017년 개발협력재원의 흐름, 단위:백만 달러

출처: OECD.S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19.01.02.)

2002년-2017년 개발협력재원은 총 136,529.21(백만달러)로서 이중 45.1%가 베트남, 19.3%

가 인도네시아, 9.2%%가 미얀마로 흘러들었다. 이 중 CLMV 국가로 66.5%가 지원되었으며 

그 중 베트남이 67.8% 흘러들었다. 2002년 이후 CLMV로의 집중, 특히 베트남으로의 집중

이 두드러졌다142) 베트남으로의 흐름은 2013년에 정점을 이루었으며, 2017년에는 인도네시

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으며, 미얀마로의 지원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개발협력재원 중 다자적 형태(2002-2017)는 약 37%를 차지한다(OECD.Sat 참고). 

주요 공여자들은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sDF),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141) 국가별 비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역의 흐름을 0으로 처리하여 재산출(<표 5-11>에 2002년이 있으

므로 <표 5-12>에서는 2002년은 생략).

142) 1992-2017년까지의 개발협력재원의 흐름에는 역의 흐름을 0으로 처리하지 않았기에 CLMV, 특히 베트

남으로의 집중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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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5 2012 2016
합계

(ODA+OOF)
비율

브루나이 0 0 0 0 0 0.0%

캄보디아 106.69 52.94 42.36 97.88 1370.56 7.3%

인도네시아 774.69 665.87 -254.71 382.67 2238.12 19.3%

라오스 59.01 72.35 19.42 13.76 734.9 4.9%

말레이시아 -31.19 -25.37 -13.79 -21.39 -475 3.7%

필리핀 -25.78 203.08 340.71 329.44 2403.55 6.1%

싱가포르 0.00 　0 　0 　0 0 0.0%

태국 -1,723.15 -42.77 247.92 -34.64 -2060.3 4.4%

베트남 319.26 197.37 438.34 632.29 7103.51 45.1%

미얀마 0.00 0 0 87.25 160.45 9.2%

합계 -520.47 1123.47 820.25 1487.26 11475.79 100.0%

<표 5-13> 아시아개발기금의 개발협력지원(2002-2016년)(주요 년도만 표시)

AIDS·결핵·말라리아 글로벌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및 다양한 UN기구이다. ODA의 경우 다자적 기구에 있어 2002-2010년의 경우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국가는 베트남이며, 가장 주도적인 다자기구는 아시아개발기금이다. 2011년 아

시아개발기금은 약 26억달러를 CLMV 국가에 지원하였다. 세계은행은 약 63억달러를 지원

하였으며 이 중 베트남이 55억달러 캄보디아가 3930만 달러, 라오스가 3357만 달러를 지원

받았으며 미얀마는 이 기간동안 지원받지 못하였다143). EU의 경우에는 약 11억달러의 

ODA를 CLMV 국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 37%, 캄보디아 26%, 미얀마 26%, 라오스 

11%를 지원하고 있다(Carpenter, 2016:144-146). 

자료출처: OECD.S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19.01.02.) (단위:백만달러)

한편 양자 ODA는 CLMV 국가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재적인 개발지원인데, 일본은 

아세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대화상대국이자 CLMV 국가들에게 주요한 공여국이다. 

2001-2010 일본의 CLMV 국가에 대한 ODA는 870만 달러이며, 전체 원조 중 26%를 차지한

다144). 일본의 원조는 경제적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하위 지역체계 발전 프로젝트에도 관여하여 주로 공항, 도로, 항구, 교량 건설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한 대화상대국은 미국, 호주 등이 있다. 비개발원조위원회국가

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있다.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경제원조국가로 모든 OECD 개

143)  그러나 2013년 688만 달러를 지원받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2억달러를 지원받았다(OECD.Sat 참고).

144) 그러나 2017년에는 여타 국가에 대한 모든 개발협력재원(ODA+OOF)가 줄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1164.53(백만달러)를 지원하였다(OECD.Sat 참고, 검색일: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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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상 주요프로그램 우선영역

<표 5-14>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과의 개발협력(Carpenters et al., 2013:160-161)

발원조위원회 국가를 상회한다. 중국의 개발원조는 2010년에 20억달러이지만 실제로는 공식

기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의 2007년 원조

는 250억달러 일것으로 추정된다(Carpenter, 2016:147-148). 

CLMV 국가에 대한 원조 분야는 주로 교육, 생산, 보건 분야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사회, 

보건, 인구 부문이며, 라오스에서는 교육, 생산, 베트남에서는 교육, 미얀마에서는 인도적 차

원의 지원이 많다. 베트남의 경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달리 전체 ODA 중 상대적으

로 인프라지원 비율이 매우 낮으며, 다자적 지원이 타국가보다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미얀

마의 경우 인도적 지원 중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CLMV국

가 이외의 아세안 국가 중 순 ODA 수원국이다(Carpenter, 2016:148-158). 

전통적 의미의 ODA흐름이외에 아세안은 12개의 대화상대국과 함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화상대국외에 비대화상대국으로 독일이 별도로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 

대화상대국과의 주요 지역개발협력 프로그램은 <표 5-14>와 같다. 아세안과 역외국가들과의 

협력은 ‘발전’에 주된 초점이 있지만 대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목적을 지닌 것도 있다. 또한 

아세안사무국을 경유하여 개발협력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목록은 <표 5-15>와 같다.  2011

년까지 1억2천5백만달러가 지역개발협력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런데 아세안과 개발협력

에 있어서 대화상대국들은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남한 등은 

경제협력과 지역통합에 방점을 둔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 연계에, EU는 사회문화적 통합

에 관심을 둔다. 역량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양자적 관계보다는 다자적 관계로 이루어지

며, 대다수 기금은 간접적으로만 아세안개발격차 해소에 활용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적으로 아세안연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다. 2009년 중국은 

317억 달러를 아세안회원국의 인프라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아세안

과 중국사이의 해양연계성의 개선과 MPAC 달성을 위해 60억달러의 대출과 4억달러의 특혜

대출, 100억달러의 신용대출 등 총 164억달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Carpenter et al., 2013). 

이러한 다층성은 아세안중심성, 아세안의 다층적 경제협력과 궤를 같이 하는 특성이기도 하

며, 이 지역의 ‘발전’의 활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외 개발원조는 

MERCOSUR와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활력을 잃어버릴 때 쉽게 중단될 수 가능성이 상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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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호주

5700만 호주달러 규모의 호주-아세안 개발협력프로

그램, AANZFTA 경제지원프로그램, 아세안인신매

매 프로젝트, 아세안재난관리민 긴급대응실무프로

그램에 대한 협정

IAI-개발격차해소, 무역촉진, 관

세·비관세장벽, 재난관리, 전염

병, ASEC 역량 구축

캐나다 사안에 따라 사회문화공동체를 지원
대테러, 무역촉진, 보건의료·재

난관리

중국 아세안-중국 협력 기금(1997년 이후)
에너지, 운송, 투자, ICT, 농업, 

메콩강유역개발

EU

생물다양성을 위한 아세안센터, EU-ASEAN 이민과 

국경관리 프로그램, ASEAN-EU 통계 역량구축 프

로그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ASEAN프로젝트, 

ASEAN FTA  협상능력 향상, 아세안-EU FTA 협상

절차 지원, 아ㅔ안 항공통합 프로젝트, 지역적 차

원의 EU-ASEAN 대화

국경관리, 초민족범죄, 지역경제

통합, 생물학적다양성, 사회보

호, 재난관리 

인도
ASEAN-인도기금, 아세안-인도 과학과 기술개발기

금, 아세안-인도녹색기금

대테러, 해양안보, 과학기술, 환

경, 무역촉진

일본 일본-아세안 통합기금(2006이후)
대테러, 해양안보, 경제적파트너

십, 환경, 기후변화, 재난관리

한국
아세안-한국 특별협력기금(1990이후), 아세안-한ㅇ

국 미래지향적프로젝트 협력기금(1997년 이후

초민족범죄, 농업, 환경, 젠더, 

청소년 

뉴질랜

드
사안별 지원

지역안보, 해양안보, 경제개발과

협력, IAI-개발격차 축소, 교육, 

농업 

파키스

탄
아세안-파키스타 협력기금

초민족범죄, 무역, 산업, 과학기

술 

러시아 아세안-러시아 대화상대국 금융기금(2007 이후)
초민족범죄, 에너지, 관광, 재난

관리, 과학기술

미국 

1억5천만달러 상당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ADVANCE프로그램, 라오스-미국간 양자적 무역협

정, WTO가입 프로그램, 아세안단일창 프로그램, 

경제적통합하의 경제적연계가치화프로그램, 지식, 

기업발전, 무역을 통한 농업자원 극대화 

초민족범죄, 경제협력, 선정, 금

융협력, 에너지 안보, 과학기술, 

재난관리, 식량안보 

UN 없음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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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 프로그램

호주 호주-아세안 개발협력프로그램

호주&뉴질

랜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 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EU
지역적 EU-ASEAN 대화 수단, EU-ASEAN 통계 역량구축 프로그램, ASEAN FTA 

협상능력 증진 프로그램

독일(GIZ)
ASEAN에서의 생산성 정책과 법, 기후변화에 대한 독일-ASEAN 대응프로그램, 

아세안 사무국을 위한 역량구축 프로그램 

일본 일본-아세안 통합기금: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사무국의 기금 중 가장 크다 

미국
아세안-미국 기술원조와 훈련 시설, ASEAN단일창 프로젝트, 지식을 통한 

농업자원 극대화, 기업과 발전과 무역 프로그램 

세계은행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경제통합감독과 진화프로그램, 금융네트워크 인프라, 

글로벌발전학습 네트워크, 재난위험재원구축 프로그램 

<표 5-15>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y-General Headed, ASEC)기반의 지역개발협력

자료출처: Carpenters et al., 20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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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발전주의적 공간의 구축과 취약한 노동  

1. 물리적 연계로서의 환경과 취약한 노동

(1) 물리적 연계와 하위지역체계개발협력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는 큰 개발격차가 있으며 이러한 개발격차뿐 아니라 문화적·언어적 

차이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내륙국가인 라오

스, 산악이 많은 미얀마,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차이의 다양성과 그 차이를 아세안은 통합·축소하고자 하고 한다. 이

를 위해 아세안은 국제기구의 도움하에 아세안연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를 마련하였다. 마스터플랜은 역내 지역연계를 통해, 경제성장 

증진, 개발격차 해소, 아세안의 경쟁성 강화, 역내 및 역외와의 연결을 증진시키려 하였으며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그 축으로 한다. 이 중 ‘경성 인프라’인 물리적 연계성은 지

리적으로 다양한 아세안의 광대한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지방적, 민족적 차

원의 인프라개발에 집중한다. 그리고 지리적 다양성하에서 아세안의 물리적 연계는 하위지

역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지리적으로 인근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해양부와 대륙부 

아세안 지역의 관련국가를 중심으로 하위지역(sub-region)개발협력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들 

지역의 개발협력은 모두 동일한 근본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접경지역의 협력을 통해 개

발협력의 시너지 효과와 지역적 응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위지역

들은 풍부한 천연자원(특히 BIMP-EAGA)과 수자원(GMS), 그리고 수려한 경관과 관광 자원 

등 다시 말해 물리적 ‘환경’을 발전주의적 공간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위 ‘성장지

대’라고 불리는 이러한 지역들은 큰 틀에서 보면 동아시아적 발전전략의 성장지대(그림)에 

포함된다. 

해양부 아세안의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부 아세안 성장지대 

(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와 대륙부 

아세안의 대메콩강하위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하위지

역의 개발협력은 모두 동일한 근본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접경지역의 협력을 통한 개발협

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지역적 응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연계

성의 구축을 통한 해당지역의 발전공간으로의 구축에는 많은 투자재원이 소여되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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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위지역체계에는 다양한 역외참여자들이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다(표 5-16). 물론 

여기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역외 관계 또한 반영된다. 

하위 협력체계 중 IMS-GT(Indonesia-Malaysia-Indonesia Growth Triangle)(그림 5-9 참고)

는 1989년에 경제적 배후지를 만들려는 싱가포르의 욕망에 의해 추동되었다. 이 과정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저기술 생산을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 지역으로 이전하

는 것이 포함되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아우(Riau) 등에는 싱가포르의 하이테크 산

업에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 IMS-GT 이후 GMS(1992), IMT-GT(1993), 

BIMP-EAGA(1994) 등의 하위지역체계가 잇따라 성립되었다. 이중 IMT-GT는 IMT-GT는 정

부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민간부문의 협력, 그리고 개별회원국의 지방들이 협력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여타 하위지역협력체계와는 구분된다. 

한편 BIMP-EAGA(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지역

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동남지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구성

되어 있다. 약 1600만 제곱킬로미터의 지리적 면적과 약 7340만명(2014년 기준)의 인구라는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BIMP-EAGA는 이 지역의 저발전 지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수

많은 섬들의 연계하여 이들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개발협력의 틀에 포괄하려는 시도이

며 해양부 동남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동남지역(동티모르)을 포함하는 

것을 통해 지역적 응집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또한 GMS는 대륙부 동남아시아 지역인 동

시에 개발격차의 주된 타겟인 CLMV 지역을 가로지르는 메콩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역

외국가인 중국의 운남성과 광시성이 참여하고 있다. ADB의 후원하에 1992년 만들어진 

GMS는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들은 국가별 격차 뿐 아니라 개별국가의 저개발 빈곤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아세안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구상 속에 포함된다(Dent&Richter, 2011;McGillivray and 

Carpenters, 2013:84-133;ADB,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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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동아시아 하위 지역체계의 성장 지대들

출처:　Dent, 2008b:75 재인용

이러한 하위지역개발체계들은 지역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내의 개발격차 해소를 지향

하는 동시에 국제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는 단순한 수동적 통합 뿐 아니라 적극적 통

합과 협력 수단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또한 저발전지역의 경제적 능력을 신장시키기는 것을 

통해 해당 지역을 지역경제에 편입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응집력을 제공하는 발전주의적 

지역주의를 의미한다. 발전주의적 지역주의는 소득이나 발전단계에 차이가 있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것으로서 동남아지역의 하위체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물리

적 연계를 통해 하위지역체계내에서도 중심과 주변을 형성하고 이의 적절한 분배와 가치사

슬을 만들어 냄으로써 준지역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적 중심이 상호 긴밀

하게 작동하기 위한 발전주의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위지역체계에서는 협력

과 정책적 조정을 위한 적극적 통합정책과 경제적 자유화와 탈규제를 위한 소극적 통합이 

보다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인프라 건설과 투자, 천연자원에 대한 역내 국가끼리의 협력을 위주로 한 하위체계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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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 생산분업이나 역내무역 증가보다는 초국적 기업의 진출에 따른 생산기지의 조정, 

지역차원의 생산연쇄, 즉 하청체계에 통합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특히 BIMP-EAGA 

지역에서는 물리적 연계를 통한 가치사슬의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기업에게 투자의 기회를 

최대한 확장시키고자 한다(Lord and Pawat, 2016;Chase-Dunn, 1989;Dent, 

2008;Dent&Richter, 2011;Nester, 1990;Verico, 2016:145-181)

이러한 하위지역체계의 구축에는 다양한 역외참여자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참여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재원마련의 창구이자 주요 후원자로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이 큰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BIMP-EAGA 성립때부터 지원을 해왔으며 수

많은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2001년에는 지역 발전 자문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996년이래 BIMP-EAGA는 2천만달러 상당의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받았으며 여타 개발

파트너로부터는 2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IMT-GT에서는 ADB가 제도적 역량구축과, 민간부

문 발전을 위한 기술적·금융적 재원 동원을 지원한다. GMS는 가장 많은 이해관계들이 교

차하는 곳이지만, ADB가 그 구상을 처음부터 후원하였으며 ADB의 후원하에 2010-2012년

까지 3억달러 상당 23개 투자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McGillivray and Carpenter, 2013:9-13).  

또한 이러한  참여주체의 중층성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지역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

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하위지역협력체계 중 IMT-GT(Indonesia-Malaysia-Tailand 

Growth Triangle)는 여타 지역개발협력과는 다르게 회원국내 지방들간의 결합이며, 민간부

문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전략과 발전방향은 IMT-GT 정상회담에 의한 ‘탑-다운’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장관 및 고위급회담, 실무그룹, 지방정부장 포럼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원

된다(McGillivray and Carpenter, 2013:10).이러한 국가중심성은 하위지역개발협력체계가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층위의 민-관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요구함에도 불구하

고 개발협력의 현장에서는 국가 혹은 官과 가까운 사람들이 개발협력을 주도하는 일종의 

‘연고주의적 개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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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IMT-GT BIMP-EAGA

설립

년
1992 1993 1994

회원

국 및 

관련 

지방

메콩강 유역 6개

국

(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태

국, 베트남, 중국

의 운남 및 광서

성)

인도네시아(Aceh, Bangka-Belitung, 

Bengkulu, Jambi, Lampung, North 

Sumatra, Riau , Riau Islands, South 

Sumatra, West Sumatra), 말레이시아

(Kedah, Kelantan, Melaka, Negeri 

Sembilan, Penang, Perak, Perils, 

Selangor), 태국(Krabi, Nakhn Si 

Thammarat, Narathiwat, Pattani, 

Phattalung, Satun, Songkhla, Satun, 

Songkhla, Trang, Yala, Chumphon, 

Ranong, Surat Thani, Phang Nga, 

Phuket)

브루나이 전체, 인도네시

아(kalimantan, Sulawesi, 

Maluku, West papua), 

말레이시아(Sabah , 

Sarawak, Labuan), 필리

핀(Mindanao island, 

Palawan)

주요 

파트

너

ADB, EC, FAO, 

ILO, UNDP, 

WHO, 세계은행, 

양자적 공여국(호

주, 중국, 덴마

크, 핀란드, 프랑

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NZ, 

한국, 스웨덴, 스

위스, 영국, 미국 

ADB(개발파트너), 아세안 사무국

ADB(지역개발 자문), 

USAID, 독일기술협력

(GTZ), 중국, 일본 

주요 

프로

젝트

Theun-Hinboun 

수력발전 프로젝

트, 고속도로, 핵

심환경프로그램, 

지역에너지 정책, 

GMS수송프로젝

트 등 

아세안 연계성 하에서의 IMT-GT 연계성

프로젝트

BIMP-EAGA 우선 인프라 

건설(관련국: 브루나이) 

Manado Bitung 연계(인

도네시아), Lahad Datu 

Palm Oil 산업단지(말레

이시아) Mindanao 항구 

확장 프로젝트(필리핀)

<표 5-16> 주요 하위지역협력체계의 현황과 주요 파트너

출처: McGillivray and Carpenter, 2013:12-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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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분야 과정

영어 및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훈련/아세안 프로젝트 제안작성 훈련

공적 말하기와 효과적 프리젠테이션 기술 등 

IT 및 프로그래밍 일련의 IT 안보 과정 / 효율적 ICT 관리/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관리, 수행 

무역 및 금융

일련의 무역증진(예:　WTO와 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 중급 코스)　훈련/투자증

진훈련(예:　민간부문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중급 코스)

인프라프로젝트개발에서의 민관 파트너십/미소·중소 기업을 위한 발전전략 등 

무역 및 호의성 관광개바/회담, 회의, 전시에 관한 계획과 로지스틱스

공공행정, 거버넌스, 

법률

공공행정(예 공공거버넌스 및 행정에 대한 기초코스)/공공부문 인적관리/

공공부문을 위한 관리와 리더십 스킬/효율적 협력 스킬/아세안과정 이해

환경 및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표 5-17> 아세안통합구상에서의 주요 훈련과정(Carpenter외, 2013:174 부분 인용)

(2) 인적연계와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이주노동의 제한  

아세안에서의 지역개발협력에 있어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공간의 구축을 제외한

다면 아세안에서의 지역개발협력은 주로 교육, 보건 및 인도적 지원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의 인적자원개발 항목에서는 그 목표를 “교육

과 평생학습, 인적자원 훈련, 역량구축에 대한 투자와 증진을 통해 인간개발의 기회에 동등

하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ASEAN인민의 삶의 질과  생활을 향상 시킬 것이고, 혁신과 기업

가 정신을 독려하고, 영어의 사용, 사회-경제 개발 활동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응용과학기술

을 증진할 것”(ASEAN Secretariat, 2009b:68)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숙련노동자 및 고급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

동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원활한 인력의 수급과 관련하

여 대학 및 직업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세안대학네트워크의 

수준인증체제(AUN-QA: AUN Quality Assurance), 아세안학점교환제도 아세안사이버대학교

(ACU:ASEAN Cyber University)등이 그 예이며, 교육과 노동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마다 다른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격부여참고기준(AQRF: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이 있다(강민정외, 2014:167-176).  이러한 경향은 IAI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 협

력분야마다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의 개발과 더불어 아세안연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을 통해 아세안은 아세안내의 인적연계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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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국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

스,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인구학적 

경제적 

지표 

- 인구성장률이 높음. 

- 노인인구(60세 이상) 비

중이 낮음. 

- 낮은 도시화율

-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음. 

- 역내 기타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성장

률. 

-노인인구 증가추세

- 도시화 증가 

-1인당 국민총생산이 증가 

-1단계 국가군에 비해 출

산율이 낮음.

-인구성장률이 매우 낮음. 

-노인인구 비중이 높음. 

-1인당 국민총생산이 높음. 

- 높은 도시화

-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

보다 낮음

정책

쟁점

-해외이주 

-재외국민 보호 

-해외송금

-이주민 유입과 자굮민 해

외이주 

-전문인력의 해외이주와 비

숙련 노동의 유입, 때때로 

비숙련노동의 해외이주  

-불법이주

-이주민 유입관리 

-숙련노동의 해외 이주와 

유입 – 통합과 사회응집력  

- 불법이주

<표 5-18> 동남아 발전 단계에 따른 인구학적·경제적 특징과 이주정책 쟁점(IOM, 2008:124 재인용)

MPAC에서 인적 연계의 목적은 “교육, 평생학습에의 투자하고 증진, 인적 자원 개발을 후원

하고,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진흥, 아세안 문화교환을 증진, 관광 및 관련산업의 증진”으로서 

여기에서도 핵심은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적자원의 문화적 연계를 통한 발전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MPA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아웃리치프로그램, 학생교환, 비

자 및 여행요건 완화, 타아세안권의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아세

안사회문화공동체, 1995년 설립된 아세안대학네트워크, 문화정보를 위한 아세안 위원회 등

이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한 주요한 제도적 기제이다. 또한 아세안 관광증진을 위해 ASEAN

관광전략플랜(2012-2015) 등이 수립되었다(McGillivray and Carpenter, 2013:112). 

아세안의 인적연계성을 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 인동과 연계에 관한 실질적

인 논쟁은 이주노동에 대한 것이다. 아세안 역내 이주노동은 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간의 

개발격차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제발전과 아세안 회원국별별 노동인구 구성

의 차이에서 기인한다(Kaur, 2010).  

아세안의 이주노동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1350만명이었으며 그 중 39%가 역내이주였

고, 나머지는 미국(26%), 유럽(9%), 중동 및 기타 지역순이었다145). 송출국별 해외이민자 

145) 2015년 현재 2020만명의 이주민이 있으며, 이중 690만명(34%) 정도가 역내 이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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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46)는 2017년 현재 필리핀이 570만(2005년의 이주노동자 수 360만)이 가장 많으면 그 뒤

를 인도네시아 420만(2005년 이주노동자 수 230만), 미얀마 290만(2005년 이주노동자수 160

만), 베트남 270만(2005년 이주노동자수 230만명) 순이다(최호림, 2010:141-144, IOM 홈페이

지). 

아세안 역내 이주노동은 두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 하나는 메콩강 하위지

역(태국이 수용국의 중심)이며, 다른 하나는 해양부 아세안지역(말레이반도가 수용국의 중

심)이다. 한 축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주로 태국으로 이동하며 다른 한축

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로 이동한다. 여기에 더하여 하

위지역체계의 성장지대들, 예를 들어 BIMP, 아세안 동부와 북부의 성장지대들이 결과적으로 

국경지대에서의 이주노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들 이주노동은 주로 제조업, 건설, 가사 등

의 비숙련노동이 차지한다(Kaur, 2010:8; Pasadilla,2011;Harkins and Suravoranon, 2017). 

<그림 5-10>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의 흐름(Kaur, 2010:9에서 재인용)  

(Harkins and Suravoranon, 2017).

146) 이주 노동자의 수가 아님. 이주노동에 관한 아세안 역내 노동의 흐름은 정확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

으며 대략의 추정치에 근건한다(Pasadill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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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싱가포르는 인구 480만명 중 120만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인노동자는 300백

만명의 노동인구 중 36% 정도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1350만으

로 추정되는 이주노동자 중 70%를 수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노동력의 1200만명 중 300

만이 이주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220만명 만이 합법적 노동자이다. 1990년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는 25만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증대된 것이다. 2010년 말

레이시아 이주노동자의 51%가 인도네시아인이며 미얀마 7%, 베트남 4% 순이다. 말레이시

아는 주로 고무플랜테이션의 저임금 노동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23%의 외국

인 노동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제조업이 38%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93% 정도가 반숙련, 비

숙련노동자이다. 태국에는 약 180만의 이주 노동자가 있지만 이 중 절반만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노동자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Kaur, 2010:9-10;Pasadilla, 2011). 

<그림 5-11> 아세안역내이주의 출신국가 및 이주국가에 따른 국가별 비율(1990-2010)(%) 

출처: Harkins and Suravoranon, 2017:2에서 재인용

한편 2005년기준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상호 이주가 두드러지는데 말레이시아 출

신 이주노동자 73%가 싱가포르에서 취업했고, 싱가포르 이주노동자의 40%가 말레이시아의 

고급기술직에 취업하였다. 또한 여타 국가와 달리 필리핀과 베트남 노동자들은 역내이주보

다는 미국으로의 이주가 다수를 차지한다. 베트남의 경우 40%가 미국으로 향한다(최호림, 

2010: 141-144). 필리핀의 경우 파사이야(2011)에 따르면 역내 최대 이주노동 송출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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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네트워크를 통해 200만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며, 캐나다 59만명, 호주 20만명, 일본 10

만명 등이 일본으로 영구 이주를 떠나고 있다. 일시적 이주의 경우 대다수 필리핀 이주노동

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으로 향하며,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

포르로 각각 8만명, 6만명 정도가 이주 노동을 떠난다. 

송출국

수용국

부르

나이

캄보디

아

인도

네시

아

라오

스

말레이시

아

미얀

마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베

트

남

부르나이 0 0 - 0 7,905 - 1,003 0 0 -

캄보디아 0 0 - 909 0 - 232 0 49,750 -

인도네시아 6,727 505 - 0 1,397,684 - 5,865 102,232 1,459 -

라오스 0 1,235 - 0 0 - 0 0 77,443 -

말레이시

아
81,576 816 - 0 0 - 394 1,060,628 3,429 -

미얀마 0 247 - 143 17,034 - 415 0 288,487 -

필리핀 15,861 728 - 0 277,444 - 0 0 3,360 -

싱가포르 3,033 581 - 0 103,318 - 288 0 2,134 -

태국 1 142,767 - 916 79,604 - 150 0 0 -

베트남 173,694 - 8,167 0 - 748 0 22,156 -

<표 5-19> 아세안역내 이주(2010),(McGillivray and Carpenter, 2013:115에서 재인용)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통합의 심화에 따라 이주노동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세안지역의 이주 

노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은 아세안에서 무역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 GATS)과 서비스에 대한 아세안기본협정(2004년)에 의해 관리된다. 

이 중 기본협정은 숙련이동의 이동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숙련노동의 이동과 관련

하여 아세안은 8개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MRAs)을 체결하였으

나 이는 아세안 전체 고용인구의 0.3-1.4%만을 포함한다(ILO&IOM, 2017:2), 상호인정협정은 

기술, 간호, 건축, 조사, 관광, 건축, 조사, 의료행위, 치과행위, 회계영역을 포함한다

(Feeny&McGillivray, 2013:112-113). 또한 2012년에는 아세안의 자연인 이동에 대한 합의

(ASEA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greement)를 체결하여 단기체류에 있어서의 역내 

숙련노동자 이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세안의 주요 수용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이러한 지역적 차원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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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민법, 외국인고용노동법, 형법 등에 따른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을 숙련노동과 비숙련 노동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민정책이 자국의 발

전전략과 인구정책 및 발전전략과 긴밀히 관련을 가진 싱가포르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숙

련도에 따라 ‘외국인 인재(foreign talent)’와 ‘외국인노동자’로 구분하여 대우한다. 외국인 인

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가족동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

나 미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단기고용허가만 주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전문가와 숙련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1978년 이래 존재하고 있지만 비숙련노동

에 대한 정책은 일관적이지 않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비숙련노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외국인 계약직’인 비숙련노동과 ‘전문가’의 숙련노

동에 대한 이중적 대우를 통해 이주노동을 관리하고 있다(강민정외, 2014:113-134; 

Kour,2010). 

숙련노동의 이동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아세안 숙련노동의 80%이상이 아세안 외

부에서 오고 있는 것(Manning and Bhatnagar, 2004)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주노동에서 중

요한 분야는 비숙련노동이며, 특히 그 중 미등록 이주노동이다. 사실 아세안은 밀림과 바다

를 통해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자가 되며 이들은 불이익과 

위험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최호림,2010). 등록된 노동자라하더라도 비숙련노동의 경우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권리옹호단체인 마

이크란트케어에 따르면 2013년 해외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중 사형구형을 받고 소

송을 진행 중인 경우가 265명, 사망자가 1,249명인데, 와병과 산업재해뿐 아니라 주인의 고

문과 폭력인 경우가 있었으며, 실종 567명, 성폭력 피해자 4302명, 임금체불 15,208명, 계약

에 준하지 않은 과중노동 6310명, 와병 987명, 해고 1,430명, 체류기간 초과자 197,361명, 

강제출국자 8,514명 등이었다(강민정외, 20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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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이주노동의 경로에 따른 비율 (%)

이주노동과 관련된 갈등은 결국 불법노동자의 본국송환 문제로 이어지는데 아세안에서는 

주로 이를 양자적 관점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 관점, 즉 

지역적 차원의 협력의 결여는 아세안의 보건 구상 특히 HIV/AIDS, SARS, 조류 독감 등 전

염병의 통제와 예방에도 영향을 끼친다. 불법이주자들은 보건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이다(Chavez, 2007:370). 

따라서 이주노동에 대해 일부 사회운동노조주의는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007년 세부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아세안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아세안 이주노동자태스크포스(TF-AMW:Task Force on ASEAN 

Migrant Workers)의 제안을 아세안 정상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2006년 만들어진 TF-AMW

는 노조, 인권 및 이주노동NGO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아세안에서의 이주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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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만들고자 한다. 물론 세부 선언은 여타 선언들처럼 

비강제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지만,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후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청사진에서는 세부선언이행을 위한 아세안위원회를 

고위급노동관료회의(SLOM:ASEAN Senior Labor officials Meeting)의 지원하에 가동하여 이

주노동자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세안의 수단을 개발할 것을 천명하였다. SLOM은 

2008년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세안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주노동에 관한 아세안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부 관료,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3자에 더하여 시민사회단

체까지 포함한 협의기구로 정책적 조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낳

지는 못하고 있다(강민정외, 2014:113-134;Chavez, 2007; 최호림, 2010). 

증대되어가는 아세안 역내의 합법, 비합법 이주노동에 대해서 실질적 효력의 측면에서 지

역적 기제보다는 양자 협력이 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성과가 없다. 다만 역외 

이주가 많은 필리핀이 아세안 역외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약을 추진하여 왔다(최호림, 

2010:154). 

<표 5-20>에서 보듯이 아세안의 대다수 이민자들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권을 지닐 

수 있으나 국가가 사회보장협약은 없다. 전세계 이민자의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상태이다. 

대조적으로 OECD 이주노동의 대부분은 양자적 또는 다자적 사회보장협약하에 사회적 보호

에 접근할 수 있다. 아마도 측정인 불가능한 9%의 이민자들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지로서 여기에는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Pasadilla, 2011:14-17). 

사회보호체제

아세안 

역내 

이민자수 

아세안 역내 

이민자 수 

대비 비율

아태지역출

신 전세계 

이민자 중 

비율

OECD로부

터 온 

이민자 중 

비율

전세계 

이민자 

중 비율

1.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사회보장협약  
0 0 14 86 23

2.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은 있으나 

사회보장협약 無

2,498,786 60* 67 13 55

3. 사회적보호에 대한 

접근 없음 
1,283,538 31** 4 1 5

4. 미등록 이민자 - - 16 1 18

<표 5-20>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Pasadilla, 2011:16에서 재인용)

*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목적지임. ** 주로 싱가포르, 부르나이로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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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세안은 MERCOSUR와 같은 지역적 차원에서 타회원국에서도 통용가능한 사회적 

권리를 지닌 시민권의 강화의 방식보다는 회원국별 인적자원의 역량개발과 노동수요의 조

절, 회원국 사이의 개발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통합에 따른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하위지역체계의 발전주의적 공간 구축 

(1) 해양부아세안의 물리적 연계와 글로벌가치사슬 구축 

BIMP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BIMP는 지방간 

생산분업과 운송 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 연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경간 이동성과 

연계성 증대를 통해 동남아시아 저발전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여타 부유한 지역과 해당 지역의 개발격차를 줄이고자 한

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륙부 지역과 해양부의 개발격차를 줄이는 연계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당초 BIMP는 1992년 필리핀 대통령 피델 라모스에 의해 구상되었는데, 그는 필리핀 남부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주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했

다(Johari et al., 1997)147). 브루나이의 재정적 자원과 인프라능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천연자원과 관광자원 및 다양한 형태의 산업적 능력 특히 농업분야와, 수산업, 항

만운수 등을 결합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과 독일개발협력(GIZ)이 

지역의 통합시장과 인프라구축에 강한 흥미를 갖고 BIMP를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하에

서였다. 이를 통해 BIMP는 하위지역체계이지만 여타 개발도상국의 지역통합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내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공간의 창출을 

통해 초민족적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남아시아에 독자적인 준지역을 형

성하고자 하였다. 

BIMP-EAGA는 16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와 브루나이의 술탄지역, 인도네시아의 칼리만

탄, 수라웨지, 말루쿠, 서파푸아 지역, 말레이시아의 사바, 사라와크 주, 말레이시아의 라부

안연방영토, 그리고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방과 팔라완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영토를 가진 

147) 이를 1994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받아들여 BIMP 동아세안 성장지대가 형성되었다

(ADB,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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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하위지역이다. 이 지역은 

이러한 준지역 협력체 또는 성장지대들은 ASEAN 경제통합과 상보적이거나 ASEAN 통합

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ASEAN과의 연계는 점진적으로 후

퇴하였으며 1997-98년 금융위기와 엘니뇨 현상 등으로 인해 이후 와해되어 정체되었다. 그

러나 2001년 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관계를 재확립하였다. 주최국인 브루나이는 

ADB와 ASEAN 정상들에게 BIMP-EAGA를 재활성화하기를 요청하였으며 ASEAN 사무국은 

BIMP-EAGA가 확고한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후 이는 

BIMP-EAGA의 2006-2010 로드맵과 행동계획으로 나타났으며(BIMP-EAGA Facilitation 

Centre, 2006), 2012년 8차 BIMP-EAGA 정상회담에서는 BIMP-EAGA이행청사진2012-2016이 

채택되었다. 로드맵은 아세안연계마스터플랜과 보조를 맞추어 교통, 에너지, 무역증진, 그리

고 ICT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써 제도적 기제의 강화 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또

한 로드맵은 ASEAN자체가 개발격차 해소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BIMP-EAGA 

또한 단순한 지역의 발전을 넘어 아세안경제공동체라는 맥락하에서 BIMP와 EAGA사이의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주요 전략은 EAGA의 역·내외 무역을 

증진시키며 준지역체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 자원의 관리에 협조하고, CIQS 이슈와 

관련한 인프라 역량과 연계성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BIMP-EAGA의 제도적 구

조를 강화하는 것이다(Dent&Richter, 2011; BIMP-EAGA Facilitation Centre, 2008, Lord and 

Tangtrongjita,2016:1-8).

이러한 발전 전략의 주도적 축을 담당하는 것은 BIMP-EAGA의 경제적 회랑이다. 

BIMP-EAGA는 크게 두 개의 경제회랑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서보르네오경제회랑(West 

Borneo Economic Corridor)이고 다른 하나는 大수루-술라웨지 경제회랑(Greater 

Sulu-Sulawesi Corridor)이다(그림 참고). 두 개의 경제회랑은 2004년 아시아개발은행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2007년 4회 BIMP-EAGA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다. BIMP-EAGA이행 청사진에 

따르면 이들 경제회랑은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국경간 이동, 무역, 관광, 투자, 그리고 여타 

경제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발전의 노력을 목적으로 한 지역이다. 요컨대 이러

한 경제회랑은 이들 지역의 물리적 연계를 통한 발전주의적 공간 구축을 통해 국경간 생산

분업을 꾀하고 글로벌경제로의 통합과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고자 한다(AD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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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서보르네오회랑과 大수루-술라웨지 경제회랑(ADB(2017b) 

이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의 무역경로였다. 서보르네오 경제회랑은 인

도네시아의 서칼리만탄 지방에서 말레이시아 수라와크 주, 그리고 부르나이에서 말레이시아 

사바 주까지 비교적 운송인프라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국경간 무역과 투자가 오래

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大수루-수라웨지 경제회랑은 해양-도서 지대로 연계

성이 항구와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보르네오 경제회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부르나

이로부터 원유와 가스가 수출되었고, 임업자원이 수출되며, 여기에는 팜오일148) 생산, 목재 

생산, 관광, 양초제조업 등의 기회들이 존재한다(엄은희, 2017). 그리고 부르나이와 말레이

시아의 해당 지역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한다. 한편 大부수루-수라웨지 경제회랑은 서보르

네오지역보다는 발전에 뒤쳐져 있으며 연계성은 비공식적 물물교환 무역에을 통해 형성된

다. 이 지역의 운송 수요는 경제적 교환보다는 고용과 관련된 이들의 활동, 관광을 위한 수

단이다(Lord and Tangtrongjita,2016:1-8)

이들 지역은 물리적 연계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내에 성공적

으로 안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야를 확장해 보면 동아시아지역의 무역의 40%이상이 

GVCs의 일부분이다(OECD, 2012; OECD, 2013). 이는 다른 여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이

러한 동학을 BIMP-EAGA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서보르네오경제회랑에

서는 농업에 기반한 식품산업, 할랄식품 생산에 지역의 회원국이 글로벌가치사슬에 재료와 

제조공정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大수루-수라웨지 경제회랑에서는 국경간 관광 즉 

다국적 관광상품을 통해 회원국들이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것이다(Lord and Tangtrongjita, 

2016:13-23). 

148) 팜오일산업은 유독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세계 팜오일 생산의 

84%를 차지하고 잇으며, 싱가포르 역시 팜오일 생산기술과 투자의 중심지이자 무역 허브의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엄은희, 20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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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두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저발전 지역을 보다 큰 지역적 통합과 분할을 통해 발전

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BIMP는 발전주의적 지역주의 원리와 궤를 같이 한다. 발전주의적 

지역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장벽의 철폐를 넘어 발전 역량 형성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발전주의적 파트너십’, 특히 국가와 기업사이의 협력을 추구한다. BIMP는 국

가간 협력이라는 거시적 차원(지역주의 차원)이나 단순한 시민사회 협력의 미시적 수준(지

역화 차원)이 아니라 정부행위자, 기업, 시민사회가 ‘발전’에 복합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두 

개의 경제회랑지역은 단순히 역내 회원국간의 협력적 성장지대일뿐 아니라 각국별 인도네시

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민족적 차원의 성장지대와 중첩되어 진행되기 때문이기

도 하다149). 지역적 차원의 ‘발전’에는 국경간 인프라 연계, 국제적 생산연쇄, 관광 관세, 이

민, 검역, 안보, 교통시스템, 중소기업 진흥 등 매우 다양 영역의 국제협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발전에의 참여와 다양한 영역 국제협력의 중첩과 이로 인한 상호충돌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징이기도 한데, 동남아 지역에

서는 이러한 영역들이 이해충돌지대가 아닌 중립적인 경제적 지대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BIMP는 민간에게는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정부에게는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는 BIMP의 활동방식을 규정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관의 파트너십과 대화를 통해서 이

루어진다. BIMP-EAGA에서 기업의 이익은 BIMP-EAGA기업위원회에 의해 대변되며 기업위

원회는 중소기업, 관광, 천연자원, 인프라와 관련된 실무그룹과 함께 중요한 공식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의견은 정상회담, 장관모임, 고위급 회담 등 탑 다운 방식으로 반영

된다. 일종의 사무국인 BIMP-EAGA 촉진센터가 BIMP 구상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 제도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BIMP-EAGA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중앙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개발기구인 ADB나 GIZ를 통해 이루어졌다(Dent, 2008; Dent&Richter, 2011).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쪽을 연계할 수 있는 ‘빅맨’ 또는 ‘연고주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하위지역체계의 발전주의적 협력이 하위 지역내, 즉 BIMP와 EAGA 사이의 개발격

차에 대한 해소에 목적이 있지만  ADB(2017)에 따르면 BIMP-EAGA 내의 개발격차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EAGA는 BIMP나 아세안에 비해 여전히 1인당 소득이 낮으며 전체적으로

149) 브루나이에는 공식적인 산업발전지대는 없지만, 바이오혁신지대와 가스,원유, 제약 중심의 산업지대가 

존재하며, 인도네시아는 칼리마탄과 수라웨지 지역에 광물 에너지 자원을 위한 산업지대와 농수산업 산

물과 니켈산업을 위한 경제성장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과 관광산업을 진흥

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는 사바와 사라와크에 독자적인 발전지대를 구축하고 관광, 에너지, 축산물, 바

이오, 농수산업 등을 주요 산업을 선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들 지대의 성장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정책 혁신을 꾀한다. 필리핀은 민다노에 무역, 산업, 식품 산업, 바이오 및 

에코투어리즘 등을 위한 클러스터 등에 집중한 산업발전지대를 지니고 있다(AD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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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A BIMP ASEAN

실질GPOP 년성장률(%, 2014년 기준) 4.7 5.3 4.7

1인당 GDP(달러, 2014년 기준) 3,714 3,996 4,057

1인당 GDP(구매력, 2014년 기준) 9,992 10,916 10,569

수출(십억 달러, 2015년 기준) 68 415 1,185

수입(십억 달러, 2015년 기준) 20 367 1,091

실업률(%, 2015년기준) 5.3 6.0 3.7

<표 5-21> EAGA, BIMP, ASEAN 지역의 경제현황(ADB, 2017: 83)

도 BIMP에 비해 개발격차를 축소하지 못하였다(표 5-21). 그러나 인도네시아-EAGA 지역은 

2010-14년 동안 인도네시아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BIMP-EAGA는 동아시아 발전주의적 지역주의 맥락, 기본적으로 경제  능력 향상

과, 저개발국과 주변지역이 지역 중심경제에 통합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개발협력과 

물리적 연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공통의 인프라와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하위 지역체계내의 무역, 관광, 투자의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BIMP의 구상은 시장지

향적이고 네 개 정부와 민간부문이 탈중심적인 조직적 구조를 통해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BIMP-EAGA촉진센터의 중기보고서에는 민관의 파트너십이 보다 긴밀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BIMP-EAGA Facilitation Centre, 2008). 이는 BIMP 구상의 수행과정에서 중

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다시 말해 발전국가모델에서 요구되는 국가부문

과 기업부문 사이의 긴밀성, 즉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준지역체계 또

는 상위 지역체계에서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이 지역의 탈

중심적 구조와 ‘발전주의’의 전제인 성장에 있어서의 국가중심성이 서로 모순적이기 때문이

기도 하다. 또한 실제로 BIMP-EAGA가 중앙관료적 형태의 발전주의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BIMP-EAGA의 독자적 제도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ASEAN과도 체계적 지역형성 속에서 관

계 맺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ASEAN이 동남아시아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역커뮤니티를 

열망할 때 가능하다. ASEAN은 전체 지역을 포괄하지만 하위지역체계의 지방까지는 그 영

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Dent.2008, Carpenters et al, 2013).  

(2) 메콩강유역 지역개발협력과 역외의존성

메콩강유역은 동남아시아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그리고 역외 국가

인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지역이다. 티벳고원에서 연원하여 중국의 운남성을 포함하는 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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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유역국가들은 1990년대까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으며 태국을 제외한다면 1990년대에

야 ASEAN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아세안회원국의 확대 이전부터 메콩강지역에서

는 메콩강유역내 발전 수준의 차이가 논해졌으며 1989년 차차이(Chatchai Choonhavan) 태

국총리는 베트남에게 메콩강 유역을 지역협력과 ‘전장을 시장’으로 바꾸자는 제의를 하였다

(Rajaretnam, 2006). 그리고 1992년 아시안개발은행의 대메콩하위지역(ADB-GMS)을 제안하

게 되고 GMS개발 관련 6개국이 전폭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오늘날의 GMS개발사업이 등장하

게 된다(양승윤·이요한, 1997)

메콩강을 둘러싼 지역협력은 탈냉전이후 아세안의 확대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하였지만 그 

역사는 인도차이나 탈식민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UN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

는 메콩저지대유역의 수자원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메콩위원회(Committe for 

Coodrdination on the Lower Mekong Basin), 이후 메콩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이는 국제

적 하천유역에 대한 시초의 지역 협력구상 중 하나이다(Jacobs, 2002). 메콩위원회는 이후 

1995년 메콩강 위원회가 된다. 

1990년대초 인도차이나 지역의 정치적 안정, 중국 그리고 CLMV 국가들의 시장 개혁과정

이 진행되면서 메콩강유역의 물리적 연계의 강화와 경제발전이 시도되었다. 메콩강지역의 

협력은 이 지역국가들의 개발격차와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제도적 역량의 

강화 등 어떤 분야이든 역외 개발파트너국가들와의 협력하에 진행된 프로그램들이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아세안 국가들 뿐 아니라 중국이 메콩강협력프로그램의 주요한 공여자가 되

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Verbiest, 2013). 

메콩강지역협력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은 ADB에 의해 제안되고 지원된 1992년 대메콩준지

역(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이다. GMS 프로젝트는 10년주기로 1차

(1992-2002), 2차(2002-2012) 프로그램을 완료하였고 현재 3차 프로그램이 2022년까지 진행

되고 있다. 여타 하위지역협력체계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메콩강유역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적이었는데, 일본의 ‘파트너십’ 제공은 1993년 일본의 인도차이나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일

본 포럼, 아세안-일본 무역통산성(MITI)의 인도차이나 버마의 경제협력 실무그룹(이후 1998

년 아세안-MITI 경제 산업협력위원회-AMEICC-로 대체) 등이 있다(Sudo, 2002; Shiraishi, 

2009, 이요한, 2017).

총 260만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총 인구 약 3억3천명을 포괄하는 GMS 프로그램은 AFTA

가 출범한 해에 출범하였으며, 중국 윈난성은 당초부터 프로그램의 일부였으며 중국 광서자

치구는 2004년에 참여하였다. 광서자치구는 메콩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았으나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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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인도차이나와 지역적·문화적으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GMS

출범당시에도 메콩강유역 국가들의 상호불신은 강한 편이었지만 AFTA가 일종의 ‘위로부터

의’ 자유무역지대 창출을 통한 경쟁력을 강조하였다면 메콩강유역은 인프라 발전을 강조하

면서 아래로부터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GMS개발은 공동체(Community), 경쟁력(Competiveness), 연계성(Connectivity)의 3C라는 

구호 아래 물리적 연계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물리적 연계성에 대한 합의가 법적·제도적 

논란도 적고 접경의 문제를 ‘기술적’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역의 물리적 인프라기반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육상교통과 통신의 연결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GMS프로그램에는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관광, 인적자원개

발, 무역활성화, 투자 그리고 농업 개발이 포함되었다. 2002년 페놈펜에서 열린 첫 GMS 정

상회의는 하위지역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기본 전략을 공고히 하였고 2011년 12월 미얀마

에서 열린 4차 정상회담에서는 GMS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전략적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여

기에는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철로 연결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또

한 경쟁적 발전, 친기후적 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등이 새로운 구성 요소로 편입되었다

(ADB, 2010; 2011a; 2011b). 

물리적 연결 면에서 GMS프로그램은 상당히 성공하여 2015년까지 GMS 전지역은 북부(쿤

밍, 광서, 북부라오스, 북부미얀마, 북부타이)와 남부(하노이, 다낭, 호치민, 방콕), 동부와 

서부(미얀마 Mawlamyine에서 베트남 다낭), 남부와 남부(방콕, 프놈펜, 호치민)를 연계하는 

도로교통망이 구축된다. 또한 GMS 철로구상이 2010년 하노이 장관회담에서 승인되어 싱가

포르와 쿤밍간의 철도 연게를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태국 등에서의 전력 증가에 

따라 전력망도 효과적으로 상호연계되고 있다(ADB, 2012a). 단순한 물리적 연게를 넘어 

ADB가 지원하여 건립된 라오스 북부 3번 고속도로와 태국-라오스 메콩 교량을 통해 무역

량이 이전보다 70% 증가하였으며 중국과 GMS간 교역도 1993년 23억달러에서 2012년 

1,040억달러로 50배 증가하였으며 태국의 대 라오스, 캄보디아 무역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러한 물리적 연계는 1998년 마닐라 회의를 통해 동서경제회랑, 북남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등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한다(ADB, 2016:15, Chen&Zhu,2016:365). .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연계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역량과 복잡한 주변 국가들 사

이의 법률적 조율의 어려움은 여전하다(ADB, 2011a). 물리적 연계성의 발전을 통한 무역과 투

자의 증대에 있어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법률적 어려움은 GMS 뿐 아니라 

ASEAN전체적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메콩강 유역의 다양한 발전 수준을 고려한다면 특히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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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GMS 경제회랑(좌측의 박스표시 2000-2008)과 교통망 전략(ADB, 2018:5-6)

과 중국 그리고 CLMV의 격차를 고려한다면 인적자원 개발 또한 GMS에 큰 도전으로 남아 있

다. 전염병의 예방이나 인신매매, 이주 등과 관련된 인적자원과 관련된 분야들이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메콩강 유역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ADB가 적

극적이지만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는(ADB 2009a)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메콩기구

(Mekong Institute, MI)가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MI의 목적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기

여 그리고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한 역량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MI, 2012). GMS프로젝트에 있어 이러한 기관은 유일한데, 양자간 발전프로젝트로부터 2009

년 GMS국가들의 국제기구가 되었으며, 뉴질랜드, 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ADB 등

에 의해 후원되고 있다.

이처럼 GMS프로젝트가 가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메콩 유역 개발에 ASEAN회원국이 

아닌 역외국가들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이다150). 이는 재원 조달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ASEAN이 메콩강유역에 있어 초국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이요

한, 2017).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선호되는데 GMS기업포럼이 2000년초에 창설되었으

150) 엄밀히 말한다면 GMS프로젝트가 아니라 메콩강유역의 지역개발협력사업을 칭한다.



- 289 -

며(GMS-BF,2010a), GMS-BF는 정책과 규제개혁에 있어 매우 활동적이고 보고서들은 GMS 

정상회의에 곧바로 전달된다(GMS-BF 2010b). GMS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

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ADB로부터의 안정적 재원과 수많은은 개발파트너들이 지역적으

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ADB는 약 50억

달러를 지역프로그램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타 개발파트너들은 46억달러, GMS 정부

가 43억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적 지원 또한 2억3천만달러로 추정된다

(Verbiest, 2013). 

GMS프로젝트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역외행위자들의 참여는 

IAI프로그램이 아세안-6와 CLMV국가와의 개발격차를 조명함에 따라 수립된 협력프로그램들

이다. 비엔틴행동계획 이후 메콩-일본 협력, 메콩-남한 협력, 미국 저지대메콩구상, SDC 메

콩지역프로그램, 오스트리아-메콩 프로그램, ADB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된 GMS협력프로

그램들이 수립되었다. 또한 IAI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남남협력도 증대되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아예야와디차오파라야-메콩 경제협력전력(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 CLV삼각개발지대, 랑캉-메콩협력, 인도가 지원

하는 기업개발기구, GMS기업포럼, 메콩기구 등 그야말로 ‘메콩붐’이 일어났다. 또한 IAI 프

로그램에 따라 CLMV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도 잇따라 생겨났는데, 싱가포르훈련센

터, 말레이시아기술협력, 인도네시아 남-남 기술협력, 부르나이와 일본이 지원한 부속관료프

로그램(attachment officer program) 등이 있다. 또한 IAI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역외 국가들

에 의한 것으로는 NZAP의  “아세안경제공동체로의 CLMV  경제 통합을 위한 역량개발”, 

ADB의 “프놈펜 계획에 따른 역량개발프로그램”, JICA의 “라오스 파일럿프로그램”, GIZ의 관

련프로그램과 여타 삼가지대 협력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있다(MI, 20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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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메콩 하위지역에서의 개발원조 및 구상들(Mekong Institute, 2014: 15)

이외에도 메콩강지역을 둘러싸고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가 복잡하게 뒤 얽혀있는 메콩

강위원회가 있다. 메콩강위원회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4개의 하류국가로 구성된 

정회원국과 대화상대국인 상류의 중국과 미얀마가 참여하고 있다. 메콩강을 둘러싼 회원국

과 대화상대국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는 차치하고, 메콩강위원회에도 여타 국가들이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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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다. 관련국가들로는 호주,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미국, 벨

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있다(이준표, 

2015). 

역외파트너와의 협력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메콩-일본 협력프로그램이다. 많은 

양자적 프로그램이 메콩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대다수 프로그램은 중국과 태국을 배

제한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제시된 포괄적 프로그램은 태국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저지대 메콩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은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였

는데, 지정학적 중요성, 천연자원,  일본 기업의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 때문이다(Sudo 2002, 

Shiraishi, 2009). 저지대 메콩지역은 일본기업에게 있어 생산네트워크와 산업클러스트의 주

요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생산분절화에 따라 아세안 각국의 산업센터와 연계되

어 있다(ADBI 2013).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 약 600억달러의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중 300억달러는 포트폴리오 투자이다. 일본의 지역개발 원조는 따라서 인프라 발전을 포함

한 기업환경개선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메콩지역개발은 일본자

본의 해외 진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1997년 아세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 외무성은 다양한 지역, 준지역 협력구성을 지원하였

는데, IAI프로그램, 아예야와디-차오파가야-메콩경제협력전략(ACMECS), 그리고 발전 삼각 구

상 등  ASEAN에 의해 발전된 남-남협력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Shiraishi 2009). 

2009년에는  일본-메콩 정상회담을 열고 도쿄 선언을 채택하였다. 2012년 4차 메콩-일본정

상회담에서는 메콩-일본협력을 위한 새로운 도쿄전략이 채택되는데. 1) “메콩 연계성 향상”

(물리적인 것과 무역 관세 등 포함)은 ICT 인프라, 아시아 수송 고속도로 등이 포함되었으

며 2) “공동발전”을 제시하였다. 전력 개발과 메콩 전력 그리드 연계에는 ADB 뿐 아니라 

민관이 모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도시 발전과 미얀마에서의 특별경제구역 발전 등도 포함

되어 있다. 3) “인간 안보 및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는 자연재해, 환경과 기후, 인간안보, 

건강, 식량안보, 사회적 보호 등을 다룬다. 일본은 이러한 계획에 6000억 엔을 책정하였으

며 저지대 메콩지역에 있어 가장 발전한 태국 또한 8억8300만엔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일

본은 2012 도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GMS프로그램, ACMECS , 메콩지역에서의 일중회담

등의 구상 등을 통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식 파트너십 형성이 이 지역 협력

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일본의 지정학

적 확충뿐 아니라 아세안지역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경학적, 지정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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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메콩지역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저지대 메콩지역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무

역의 주요한 종착지이며 남서부 중국의 발전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1992년과 2006년사이 

중국과 메콩지역국가간의 무역량은 거의 300%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12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해외투자자이고 베트남에서는 15번째이다. 

2006년 현재 아세안에서 중국 FDI의 약 35%, 1억1500만 달러(2006)가  CLMV국가로 향한

다. CLMV는 중국 해외 투자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반대로 CLMV, 태국, 더 나아가 아세

안에게 있어 중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Verbiest, 2013). 

BIMP-EAGA로 대표되는 해양부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GMS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메콩강

유역은 광대한 물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물리적 연계,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하위지역체계내에서의 ‘주변부’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다시 주변부의 중심 지역과 연결함으로써 균등발전을 이루려는 국가 발전모델과 중첩

되어 진행되면서(채현정, 2018:70-99) 물리적 환경을 발전주의적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또한 

이 속에서 노동이라는 특수상품은 이주노동의 권리의 획득과 불법 사이를 표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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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발전기반과 지역-사회 형성의 (불)가능성

ASEAN은 본고에서 분석된 NAFTA와 MERCOSUR와는 달리 그 형성시기가 1960년대로 거

슬러 올라간다. 냉전하에서 일종의 정치·안보공동체로 출범한 아세안은 1990년대 AFTA의 

성립과 회원국 확대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에 합류하였다. 탈냉전 

이후 아세안의 확대와 함께 경제통합은 심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세안의 지역협력은 개

별국가의 ‘발전주의적’ 기획과 결합되었다.  

아세안의 제도적 배치는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하여 한 피라미드 구조이다. 아세안은 포괄

적 형태의 아세안 헌장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규칙들은 부재하다. 아세안

의 규범은 ‘아세안 방식’에 따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권의 위임 등은 없으며  사무국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취약하다. 아세안의 제도적·법적 취약성은 1996년에 

도입된 분쟁해결기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제도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다. 현재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를 천명하였으나 지역적 수준의 초민족적 제도는 

없으며 지역적 기구로서의 제도적 구속력 또한 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아세안 방식’이라는 독특한 협력방식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역으로 제도적 

취약성은 ‘아세안 방식’을 통해 해소되기도 한다. 아세안 방식은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 상

호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금지, 회원국 간의 조정 

및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논의하

고 이후 선언의 형태로 의사결정을 취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산불로 인한 지역적 차원

의 환경오염, 1997년 캄보디아의 쿠데타, 1999년 동티모르 사태, 증대되는 초민족적 범죄와 

테러리즘, 1997-9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등에서 나타난 협력은 모두 ‘아세안 방식’이라는 

지역적 협력방식의 결과였다. 아세안 방식은 다양한 이해가 중첩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외

교적 융통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내정치에 대한 외북의 간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

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아세안+X

의 협력체들을 결성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아세안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연성과 아세안에 대해 가지는 역외국가들의 관심이 결합되어 각

종 국제적 논의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

안회원국이 역외 강국에 대해 매우 취약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아세안 방식,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X에서 가지는 아세안 회원국의 개별적 자율성은 

장·단점을 차치하고 이는 결국 지역적 제도 형성에 있어 국가중심적 협력이 지배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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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물론 정상들간의 공식적 회담외에 학계, 여론지도층, 기타 비국가행위자들이 참여

하여 의제들을 형성하지만 지역화의 실질적 주체인 인민들의 층위는 약하다. 아세안의 지역

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족한 것은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한편 국가 중심적 의사결정과 개별 회원국의 발전주의적 경향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 

등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아세안의 접근 방식 또한 매우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

의 이주 및 이와 관련된 사회권은 여타 지역경제통합보다 취약하며 사회적 규제는 서비스

와 관련된 분야에만 적용되며 환경 분야에서도 지역협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세안의 사회적 차원과 사회적 의제는 개발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아세안이 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공동체의 세 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

지만 사회·문화 공동체의 사회적 의제들은 개발격차 해소라는 경제공동체의 의제 속으로 

포괄된다. 아세안공동체의 노동·환경 등의 사회적 의제는 사회적 권리(MERCOSUR)나 구성

원간의 계약적 문제(NAFTA)라기 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개발의 문제로 재해석된다. 

아세안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발전’(개발)에 대한 아세안적 열망은 아세안지역개발협력

의 유연함과 짝을 이루어 발전주의적 공간의 형성에 있어 다양한 역외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게 한다. 이러한 지역개발협력의 중층성은 아세안 지역통합의 ‘개방성’과 동시에 역외의존

성을 동시에 시시한다. 현재 아세안은 해외투자뿐 아니라 다양한 ODA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는 발전의 활력과 동시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전의 활력이 중단될 소지가 상존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환경이라는 비시장적 요소에 대한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BIMP-EPGA 지역의 개발협력이나 메콩강유역 개발에서 보듯이 물리적 환경의 발전주의적 

재편으로 집중된다. BIMP-EAGA 지역의 개발협력방식에서 보듯이 아세안의 각 하부지역은  

아세안내의 역내 생산체계의 구축보다는 각 하부지역의 글로벌가치생산체계로의 결합이 더 

중요하게 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민관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

발협력현장에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현지커뮤니티 사이를 매개하는 빅맨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연고개발협력’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편 메콩강유역 지역개발협력에서 보듯이 국

경을 접한 메콩강 유역에서는 물리적 연계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의 다층성은 수많은 역외 개발파트너들이 참

여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인프라에 대한 집중은 결국 재원의 역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측

면이 있다. 

환경에 대한 발전주의적 이해에 비하여 사회적 의제에 있어 중요한 차원을 차지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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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해서는 숙련노동자들의 제한적 이동이나 포괄적 인권선언 이외에는 사회적 의제로 

활발히 논의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노출한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특수상품은 발

전주의적 공간 속에서 권리의 획득과 불법 사이를 표류한다. 

현재 아세안은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며 관심의 대상이다. 자립적 

발전의 토대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동시에 이것이 지역협력의 추동원인이 되고 있다. 발전

에의 열망 속에 사회적 의제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세안 차원의 지역사회 형성의 (불)

가능성의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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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1. 비교와 종합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과 통치성은 약화되었으

며 20세기 형성된 사회-민족-국가는 그 응집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세계

화의 구체적 발전 단위는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단위로 옮겨갔으며 효율성을 추

구하는 정부정책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들도 지역을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주목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이 지역적 단위의 생산기지와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통합과 경제

적 규칙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시장적 요소들을 둘러싸고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동학이 전개되었다.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EU, NAFTA, ASEAN, MERCOSUR 정도가 유의

미한 경제적 규모와 그 성과에 있어 유의미함을 주목받는다. 이 중 EU는 지역경제통합의 

하나의 전범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연구의 대상으로 많이 취급된 EU를 제

외하고 남-남협력 사례 또는 남-북 협력 사례로서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확고한 NAFTA, 

ASEAN에 주목하였다.  

NAFTA로 대표되는 북아메리카의 지역통합은 그 형성에 있어서는 정부간제도에 기반하였

지만 NAFTA형성이기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멕시코간의 활발한 

인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NAFTA는 국가 주도의 협력이나 국가들의 집합적 행위로

서의 공식적 제도화인 ‘지역주의’보다는 기업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아래로부터의 

지역화’로 규정할 수 있다. NAFTA는 새로운 지역적 단위의 형성보다는 지역헤게모니 국가

인 미국을 중심으로 허브-스포크 구조에 가까우며 따라서 초민족적 제도의 형성 또한 미진

하다. 

북미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NAFTA가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지역경제통합의 하나의 모형

이라면 이에 대항하는 모형으로서 라틴아메리카는 EU모형에 기대어 MERCOSUR를 제시하

였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오랜 라틴아메리카 주의의 전통 속에 ‘공동시장’과 동시에 민주

주의 공공화 등의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MERCOSUR는 형성 초기부터 

지역강국으로서의 브라질의 비대칭적 위치와 그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브라질은 지역통합과 

민족적 이해 사이에서 민족적 이해를 우선시하였기에 MERCOSUR의 형성과 진화에 발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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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한편 ASEAN은 정치·안보적 목적에서 1960년대에 형성되었지만 1990년대 AFTA의 성립

과 회원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에 합류하였다. 1980년대 이미 

일본의 자본을 통한 지역경제심화에서 보듯이 ASEAN은 역외 자본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의 필요성이 지역경제통합에 작용하였으며 개별 회원국들의 ‘발전주의적’ 기획이 이와 결합

하였다. ASEAN 또한 정부간 제도에 의해 형성되지만 ASEAN의 제도적 형성과 각종 의제의 

처리방식은 비공식적 합의를 통한 사후 선언이라는 ASEAN 고유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위 ASEAN방식은 지역의 복잡한 국내 사정과 역외 이해자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의 유연

성을 부여하며 각종 지역통합에 있어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취약성과 지

역협력에 있어서의 국가중심성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ASEAN의 이러한 국가중심성과 발전주의 전통, 그리고 지역행위자에 있어서의 정부행위자 

중심은 비시장적 요소인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의제 형성에 있어 ASEAN이 매우 기능

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SEAN의 경우 사회적 의제는 

개발격차 해소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발전’ 우위인 ASEAN의 경우 노동·환경에 대한 권

리 또는 규칙은 다소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 

강한 지역주의 전통과 사회적 권리에 대한 열망이 강한 MERCOSUR에서는 지역적 발전프

로젝트로서의 공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사회·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사회적’ MERCOSUR

로의 기획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특히 이러한 면은 공동시장의 요소이자 권리의 담지자인 

노동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는데 여타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상회하는 역내 시

민권 제도 형성에게까지 이르른다. 

사회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MERCOSUR의 사회적 의제 형성에는 지역엘리트들이 활발히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부와의 비공식적 루트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그룹과의 

협조를 통해 사회적 MERCOSUR 의제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구조가 상대적으로 권위적 정부와 국가간 긴밀한 다양한 외교채널이 있다고 할 때 이

러한 방식은 효율적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지역엘리트 이외에 노동분야에서 조합주의적 노

조들의 개입은 사회·노동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분야에서는 이러한 역

내 국가적 차원의 재분배 정책을 지탱하는 재원으로서의 자연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

한 참여자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의 대상에서 주변화되었다. 

NAFTA의 경우 노동·환경이라는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은 NAFTA의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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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라는 형태로 양 요소의 표준과 이에 대한 규칙을 매우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

에 대한 새로운 권리들이 규정되거나 지역적 수준의 초민족적 제도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

만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비정부행위자는 정부행위자 또는 비정부행위자들의 규칙위반을 문

제삼고 이의 개선을 요구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칙기반의 분쟁해결절차는 역내 투자자

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나 모든 이들에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을 둘러싼 민간의 쟁투와 협력이 NAFTA의 사회적 공간의 특징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NAFTA에서는 사회적 의제 형성이 정부행위자가 아닌 비정부행위자들에게 권한이 넘어

가며 초민족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권위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NAFTA의 이러한 요소는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간중심

의 지역협력의 공간을 창출한다. 

한편으로 2개의 선진국과 1개의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NAFTA는 회원국간의 개발격차의 

해소를 시장기제에 위임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지만 NAFTA 이후 그 격차가 좁혀졌다는 증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발격차의 지속과 규칙은 존재하지만 권리는 부재한 노동과 

결합하여 불법이주와 접경지대의 문제 등을 낳는 원인이 된다. 한편 환경분야는 노동과 달

리 접경지대의 환경적 오염 해소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화된 제도의 가능성으로 인해 민

간중심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NAFTA와 MERCOSUR에 비해 시민사회가 취약한 ASEAN에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협력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아세안방식은 

개별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함에 있어 하나의 장애가 된다. 시민사회의 취약함 속에 노동·

환경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하위성장지대의 발전주의적 공간 구축, 글로

벌가치사슬로의 연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인적 개발 등 매우 기능적 방식으로 비시장적 

요소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의제의 형성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선언을 

함으로써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만 대다수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잔여적 범주는 지역개발

협력프로그램에 흡수하여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하위성장지대의 지역개발협력프

로그램에는 ASEAN의 소위 ‘성장성’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역외참여자와 이들의 재원이 

집중된다. 이는 별도의 개발재원이 부족한 ASEAN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역외의존

성을 심화시킨다. 

MERCOSUR의 경우, 사회적 MERCOSUR의 기획과 더불어 역내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유럽

적 방식의 구조조정수렴기금(FOCEM)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와 지역개발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MERCOSUR는 역내 최빈국인 파라과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꾀하고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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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변수
NAFTA MERCOSUR ASEAN

지역형성 유형 

(구조적 상수)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

통합의 

구조적 

요인과 

특성 

성립배경과 

통합의 성격

- 순수경제통합을 위

한 자유무역협정

- 시장지향적 국가정책

- 강한 지역주의

- 인민주의적 성향의 

국가 

- 동아시아 발전주의 변

형 

- 개별국가와 발전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결합

협정의 주체 정부간 제도 정부간 제도 정부간 제도 

제도적 특징
제도적 최소주의 및 

강한 규칙지향성

명목상 강한 법적 지향

과 제도화 

정부간 비공식 협의와 

ASEAN차원의 공식적 

선언 

회원국의 

역학관계 

지역 헤게몬(자유주

의 국가)의 존재

제한적인 지역 강국 존

재/  

지역강국의 상대적 부

재 

강한 비대칭성 강한 비대칭성 비대칭적

사회적 

동학의 

제도화 

사회적 의제 

참여자와 

양상

민간 비정부행위자 

중심의 시장 규칙을 

둘러싼 쟁투 

정부 및 지역엘리트 중

심의 사회적 의제 형성  

정부 중심의 비공식적 

협정과 탑다운 방식의 

지역협력  

의제형성의

제도화 방식

노동·환경 기준의 

제정과 기준을 둘러

싼 규칙 수정

노동과 시민권 등의 권

리 형성

언명적 조치(선언) 및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에

의 반영 

개발격차해

소 프레임

규칙의 교정 및 지속

적 투자와 무역 
비대칭성 해소

개발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별 발전 

지역개발 지역개발협 노동·환경 분야의 노동의 이동과 관련된 하위권역 성장지대 

<표 6-1> 지역경제통합의 비교 요약 I  

규모가 작다. 또한 초민족적 조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브라질의 외교적 이해와 같은 다양

한 민족적 이해들의 산물로서 구조조정수렴기금이 활용될 소지가 상존한다. 

MERCOSUR는 여타 지역경제통합과는 달리 공동시장을 넘어 권리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

적 의제와 제도들을 형성하거나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시행에 있어 국내 입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러한 제도들이 장식적 요소가 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그리고 오래된 역내의 불안

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은 MERCOSUR의 기획이 하나의 지역적 통치단위로서 형성될 가능

성이 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사항으로 남게 하고 있다. 

NAFTA, MERCOSUR, ASEAN의 사회적 의제 형성과 제도화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

개되며 NAFTA는 민간 우위의 규칙기반 지역형성, MERCOSUR는 정부행위자 중심의 권리기

반 지역형성, ASEAN은 발전국가 중심의 발전기반 지역형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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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력의 대상, 

주체, 재원
민간협력프로그램

권리, 역내 공동기금의 

형성 

개발격차해소프로그램 

형성 

역외 주체의 참여 및 

재원 유치  

지역-사회의 양상

- ‘기업’ 사회와 이해

관계자의 조합주의와 

규칙기반 사회

- 지역적 차원의 사

회적 권리의 부재

- ‘사회적인 것’의 과잉

과 발전의 부재

- 공식적 제도와 시행 

사이의 괴리 

- ‘사회적인 것’의 부재

속의 지역화의 가속

- 발전주의로의 지역적 

사회발전의 포섭 

지역통합

의 성격
제도적 특징

사회동학

의 주체

개발격차 

해소의 

주안점 

지역(개발)협력
사회

모형

NAFT

A

자유무역

협정 

규칙-기반 절

차 확립

민간(시민

운 동 / 기

업)

시장 기제를 

통한 해소  

노동‧환경 분야 민간

협력프로그램

규칙

기반

ASEA

N

공동체 

지향

비공식부문

의 협의와 

공식적 선언

정부행위

자가 주된 

주체/ 역

외행위자

의 다양한 

참여 

하위 발전공

간의 구축과 

발전주의 국

가 지속 

- 환경: 물리적 환경

에 대한 발전주의적 

개발 

- 노동: 권리의 취약

성과 숙련노동의 제

한적 이동, 인적개발

위주 

발전

기반

MERC

OSUR

공동시장 

지향

사 회 적 

MERCOSUR

지향 및 유

럽적 모델의 

모방 

국가(민중-

좌파적)간 

협의‧지역

제도 형성 

비대칭성의 

해소(경제의 

재분배와 정

책수렴)

- 제도적 수렴

- 사회응집력 강화

- 역내 공동기금을 통

한 재분배 

권리

기반

<표 6-2> 지역경제통합의 비교 요약 II

2. 지역사회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적 세계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증대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제기하였으며 

UN은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불만은 경제적 통합에 

따른 노동-환경 분야에서의 문제제기에 다름 아니다. 한편 세계화는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지역주의’의 양상과 함께 지역화를 동반한다. 지역화는 경제통합의 단위일뿐 아니라 

지역통치의 차원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통치 또는 지역통합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통

합까지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정치, 경제적 통치기구와 기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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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담당하는 제도적 틀은 지역의 구체적 차원에서는 지역개발

협력프로그램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국가간의 결합인 지역통합에서는 개

발격차의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며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의 단위로서의 ‘지역’과 통치단위로서

의 ‘지역’형성에 있어 어떠한 것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적 상황에서 본다면 

ASEAN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만을 말할 수 있다. 학술적 가치를 논할 수 

없지만 우리는 NAFTA, MERCOSUR, ASEAN의 관심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일별할 수 있

다.  

<그림 6-1> NAFTA, MERCOSUR, ASEAN 검색어 구글트렌드 

출처: Google. 청색:NAFTA, 적색:MERCOSUR, 황색:ASEAN 

발전의 단위이자 통치의 단위로서 우리는 장점만을 취한 상상의 조합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MERCOSUR와 같은 지역적 시민권을 형성하고, 개별 비시장적 요소와 관련된 갈

등이 규칙에 따라 처리되며 지역이 활발한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최우선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당초 ‘지역’에 기대하였던 수행적 역할을 

진전시킬 수 있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초민족적 제도가 보다 필요하며, 지역적 성장을 위한 

재원과 새로운 발전방식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수준의 담당제도를 지역경제통합에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민족국가에 상응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제도는 실질적으로 매우 미미하다<표 6-3 참고>. 

또한 사회민족국가의 비시장적 요소 특히 노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오늘날을 제

외한다면) 강한 사회적 권리와 이를 담당할 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통합에서는 전

적으로 지역의 협력에 의존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노동의 기준이 확고한 NAFTA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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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노동의 권리는 단순히 노동기준의 준수뿐 아니라 회원국간의 개발격차의 해소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때 지역적 차원에서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과연 민족국가 

형성의 제도들을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민족형성과 유사

한 정체성이 지역적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도 현재는 알 수 없다.

         수준

기능    
사회민족국가 지역 지역경제통합  

경제적

안정성
중앙은행 지역개발은행

- NAFTA 존재: 환경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 

- ASEAN: 기능 미미/아시아 차원의 아

시아개발은행은 존재 

- MERCOSUR의 독자적 개발은행은 존

재하지 않음

경제적 안정의 기능은 부재 

재원마련 조세

역·내외 펀딩/관

세 및 개별 정부 

부담

- NAFTA, ASEAN, MERCOSUR 모두 

제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 MERCOSUR의 역내기금 

- ASEAN: 역내부국의 역내빈국에 대

한 지원, 각종 ODA 등 역외 지원

재분배
재정이전

지역펀드

지역별 공동기금, 

발전을 통한 경제

효과

- MERCOSUR의 구조조정수렴기금이 

존재하나 적극적 재분배기능은 존재

하지 않음. 

사회적

규제
법령

협정 또는 지역기

구법령

- NAFTA 규칙형태로 존재 

- 여타 기구는 지역정부간의 협약을 

통해 형성되나 국내 입법과정 필요 

사회권 

법적 보상

소비자 헌장

노사정협약

협정 또는 지역기

구 법령

- MERCOSUR의 사회적 권리가 가장 

강한 형태 

<표 6-3> 민족사회국가 대비 지역의 담당제도

국가-민족-사회의 일치를 이루어낸 국가단위의 사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가 노동

과 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동력 생산을 위한 학교 제도, 화폐를 위한 재정

정책 등을 미국의 세기에는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 범위로서의 지역은 

존재하지만 지역이 하나의 정치체이자 경제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현재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지역화의 수준에서 통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의 지역적 확산과 

이에 따른 인구의 이동은 활발하지만 지역을 통치단위로 형성할 수 있는 시민적 계약(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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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회적 계약에 비견할 수 있다면)의 주체 또한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적 수준의 초민족적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회원국의 이해 속에 

구성된 지역경제통합은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 놓여 있다. NAFTA는 ‘공동체’ 

혹은 ‘사회적인 것’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 치환된다. 이로 인해 규칙만이 난무하는 사회 없

는 계약사회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MEROSUR의 경우 수많은 협력체계가 장식적인 권리장전

과 시행사이에서 항상 부유한다. 또한 회원국의 정치·경제적적 불안정성과 발전 동력의 상

실로 인해 장식적 권리만이 존재하는 사회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공동체를 지향하지

만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 계약적 ‘개인’들의 부재 속에 ASEAN은 사회 없는 활기찬 ‘개발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회적인 것’의 부재 속에 ASEAN 지역화의 움직임은 가

속화되고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함의 

본 연구는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동학을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적 동학은 사회적 의제

의 형성과 제도화, 그 과정에서의 지역적 수준의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의

제는 비시장적 요소를 둘러싸고 형성되며 이러한 비시장적 요소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

응책이 일종의 지역적 개발협력으로 치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

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통합’ 중 세 개의 지역기구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협력프로그램을 연구의 경험적 대상으로 삼아 비교하였

다. 그러나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단위의 범위를 확증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MERCOSUR를 사례로 선정하였지만 

MERCOSUR의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여타 지역통합구상이나 

지역개발협력구상에 참여함으로써 MERCOSUR만이 단일한 지역형성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는 없는 점이 있다.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단일한 ASEAN 또한 개별국가차원에서는 다양

한 지역협력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의 특징적 양상을 거시적으로 포착하고자 한 본 연구는 ‘변수는 많고 

사례는 적은’ 한계를 대표적 사례와 제도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동일 지역기구 내의 차별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사례 내 비교

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들의 독립적 면모가 다소 부각되었다. 또한 유사한 비교 

수준에서 EU 모델에 대한 적절한 비교 또한 시도하려 하였으나 지역경제통합의 광범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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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생략된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가 EU중심주의를 탈피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지역통합에 미친 EU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EU와의 비교를 필수적으로 포함했어야 하

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거시적 비교의 특성상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에 대

한 의존과 지역경제통합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면적 통계자료를 제시한 면이 강하며 

체계적인 양적 비교는 부족하였다. 또한 지역통합의 특성을 보다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현

지조사과정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 이외에 세계화의 지역화 양상에 있

어 초민족적 기업의 생산기지의 재배치 및 투자 그리고 확대가 지역적 재배치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친다고 할 때 본 논문에서는 초민족적 기업이 지역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순히 지역경제통합을 자유무역협정, 공동시장 등 

기존의 지역통합의 유형을 넘어 지역경제통합의 특성과 사회적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규칙기

반, 발전기반, 권리기반 등 지역적 단위의 사회모형을 유추하려했다는 점에 그 함의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모형의 재구성은 단순한 지역개발협력을 넘어 한국이 기존의 국가나 지역을 

넘어 새로운 국가 혹은 지역과의 지역협력을 구상한다고 할 때(여기에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식의 방식이 유효할 지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추가로 던질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사회적 모형 또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지역별 

개발협력프로그램은 상이하다. UN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개발의제는 세계적 수준의 공통의

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지역적 수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과연 지역별 경제통합의 사회적 

모형 및 지역(개발)협력은 수렴할 것인가? 또한 단순한 정책과 개발협력프로그램을 넘어 민

족국가 수준의 사회적 모형을 지탱한 각종 제도들의 지역적 버전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

는가? 현재 상존하는 권리기반, 발전기반, 규칙기반의 지역개발협력의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책무성을 부과할 수 있는 효과적 지역개발협력의 대안은 무엇인가? 등이 

추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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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ocial Dynamic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Social Agenda Form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NAFTA, MERCOSUR and ASEAN -

Hyun Mi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dynamic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comparing the formation of social agenda an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three case of the thre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med in the background 

of 'globalization' since 1990 's. Globalization centering on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was carried out by forming regional units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at each region. In addition, the weakening of the governance of the 

nation state has brought attention to 'the region' as a place of new governance.

Despite the fact that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the purpose of creating 

a regional economic space through the regional production bases and market 

formation, the formation of the 'region' exceeds this, so that the 'region' forms a new 

social dynamics. Especially, this social dynamics is concentrated on the non-market 

element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uch as labor (special goods and human 

being as labor force), public goods like environment, and the border as a matter of 

physical integration. In addition, the problem of development gap among member 

countries is highlighted as a major social agenda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this reason, the 'region' is emerging as a place of important cooperation and an 

actor with certain institution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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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dimension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comparing the social dynamic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uch as NAFTA, 

MERCOSUR, and ASEAN. And it is reveals that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unctions as a kind of social institutional mechanism.

First,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which was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is a model and reference of regionalism that 

represents the 'new regionalism'. NAFTA formed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is 

perceived as 'economic integration' in a pure sense, and no 'regionalism(regional 

ideology)' seems to exist in that. However, despite NAFTA's lack of regulatory 

transnational institutions, member countries in the region show a strong policy 

convergence and NAFTA functions as a kind of regional disciplinary regime.

NAFTA has caused a lot of social controversy since its inception, especially around 

non-market factors such as labor and the environment. In this controversy, NAFTA 

clearly defines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s 'rule' through annexation 

agreement about labor and environment(NAAEC, NAALC). And violations of this rule 

can be sued or sued to by governments, businesses, unions and civic groups through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erefore, the formation of NAFTA social agenda  

around non-market factors is centered on politicizing,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rules. In this process, regional cooperation is made mainly among civil(or private) 

actors. In NAFTA, privatization of authorities is carried out, in which the authority of 

social agenda formation is transferred to non-government actors rather than 

government actors. Despite criticisms of the negative effects of NAFTA, NAFTA creates  

regional cooperation space centered on the private(or civil) sector. 

NAFTA seeks to resolve the development gap among members entirely through a  

market mechanism. Despite NAFTA's ambitious prospects,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gap has narrowed since NAFTA. The development gap in NAFTA, 

especi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ppears to be a problem of illegal 

migration and borders. The overall growth of NAFTA and the evolution of NAFTA 

into a ‘region’ depends on the free movement of labor and the elimination of the 

development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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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NAFTA in North America, MECOSUR has emerged, based on a strong 

regionalism ideology, Latin Americanism. MERCOSUR, an typical example of  

South-South cooperation, i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asymmetric 

nations(Brazil, Aregentina, Paraguay, Urguay) in many respects such as population, 

GDP, territory and regional influence. As a result, the "Rambo" status of Brazil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operation in the region.

Having a strong desire for rights, MERCOSUR seeks to form a social agenda 

centered on citizenship as it moves from the common market to the social 

MERCOSUR. In particular, MERCOSUR intends to recognize and realize the social 

rights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of labor, which is a production element of the 

common market. To this end, MERCOSUR establishes Social-Labor Declaration and  

the MERCOSUR citizenship. Regional elites, government, and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e main players in the formation of the social agenda of the 

MERCOSUR. But the social agenda of MERCOSUR, if the actual subject of rights is the 

people, is somewhat separate from grassroots. Compared to labor cooperatio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MERCOSUR is relatively marginalized. It is 

due to the 'Neo-extractivism' in the Southern Cone States. MERCOSUR members with 

a populistic orientation are dependent on revenues from resource exploitation as a 

major source of redistribution within their own countries. From this poin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ecure common resources in the formation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MERCOSUR has established FOCEM(Fondo para 

la convergencia estructural del MERCOSUR, Fund for the Structural Convergence of 

MERCOSUR) in order to address the asymmetry among member states, But the size or 

role of the fund is insufficient for the redistribution mechanism. 

Finally, ASEAN joined the new trend of regionalis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FTA in the 1990s and the expansion of its member states. ASEAN, which has a 

developmental tradition, combines the developmental planning of individual member 

states wit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n the institutional side, it is 

intergovernmentalism, characterized by informal agreement and non interference with 

member states, so-called ‘ASEAN Way’. This ASEAN Way gave members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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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lexibility in regional cooperation, thus placing ASEAN at the center of multi-level  

geopolitical and geopolitical interests. Ironically, ASEAN's centrality through this ASEAN 

Way disproves external-dependence of ASEAN.

Due to its developmental tradition and the centrality of state in regional 

cooperation, ASEAN is taking a very functional approach to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As a result, the social agenda of ASEAN tends to converge with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and the rights or standards of labor and environment are regarded 

as somewhat secondary problems. Therefore, in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ncentrates mainly on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al space in the 

sub-regional growth zone mainly centerered on physical links and the linkage of the 

developmental space to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re are various exteranl 

cooperation partners and their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the growth of ASEAN.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ASEAN, which lacks separate development resources, 

but it is likely to deepen its on external-partners. In addtion, whil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emphasized at the site of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in 

reality, there is a tendency to strengthen the 'clientalism’ or ‘big man 

cooperation’(which refers to the possibility that a person with a link between 

goverments and the community at the development site will monopoliz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Social agendas such as labor-related migration and health security tend to be treated 

as problem-solving residual categories an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ver 

labor focuse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rather than social rights. This is partly 

due to the relatively weakness of civil society.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al space is built around the border area, the border area is a place of 

active regioanlization and problematic place because of lack of regional cooperation 

on migrant labor.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representing the social agenda 

formation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of NAFTA, MERCOSUR and ASEAN as well as the 

social functions of the regional level, a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conclusion, we can understand that NAFTA is the private-centered 



- 341 -

rule-based regional formation, MERCOSUR is the rights-based regional formation 

centered on government actors, and ASEAN is a development-based region by 

developmenal states. Individual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se characteristics 

has its own advantage and disadvantages in forming regional society. In NAFTA, 

despite the possibility of active private(or civil) cooper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he social' is replaced by the 'legal' right of 'individual' and becomes a contract 

society without society where only the rules are filled. MERCOSUR has the potential 

to fall into a society that exists only as decorative rights due to the wide gap 

between numerous ‘the bill of rights’ and enforcement. In the case of ASEA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becomes a 'community' without society due to the absence of 

‘contractual’ individuals who are oriented toward community but have the right to 

constitute 'the social'.

Through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the region as a 

'concrete' aspect of 'abstract' globalization and find clues to explore the 

possibility/impossibility of 'the social' at the regional level.

keywords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ocial dynamics, NAFTA, MERCOSUR,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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