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金 學 홈 (한국외국어대) 

1. 머리말 

이 글은 구성주의 시각에서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재해석하여， 유럽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 

정치학에 도입되기 시작한 구성주의 시각은， 국제정치이론의 두 축을 이루었 

던 신현실주의와 신자유 제도주의-또는 합리주의적 제도주의 li-에 대해 근본적 

인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여년간 국제정치이론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 

으켰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현실주의와 합리주의적 제도주의 사이의 

논쟁이 국제정치이론을 주도했으나， 오늘날 이들의 합리주의 이론에 대한 강 

력한 대안으로서 구성주의의 지위가 굳혀지고 었다. 1ηteηationa/ Organ경atioη이 

최근 창간 50주년 특집에서 구성주의를 합리주의와 함께 국제정치이론의 양대 

축으로 설정한 점이 구성주의의 급속한 성장을 잘 보여준다 2) 구성주의의 최대 

의 강점은， 선호도(preferences)를 비롯한 행위자의 속성들을 “외생적으로 주어 

진자xogenously given) 것으로 간주하는 합리주의와 달리， 이들이 내생적으로 

(endogenously)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이 점은 유럽통합의 내적 동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통합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둥장하였지만， 아직 구 

성주의를 본격적으로 유럽통합연구에 적용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고 이를 위한 

이론적 접근의 형성도 시도되지 않았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론이다. 

1) 신자유 제도주의는 합리주의적 제도주의로 볼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Moravcsik 1997 , 

536-7). 

2) vol. 52, no. 4, Autum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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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럽통합연구에 구성주의를 적용하는 가교로서 신기능주의를 선택 

한다 신기능주의의 구성주의적 재구성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신기능주의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지 않 

은 사람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Schmitter 1996), 신기능주의는 단선적이고 결 

정론적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었다 3) 신기능주의의 구성주의적 요소를 밝히는 

것은， 여전히 유용한 신기능주의의 많은 개념들과 가설들을 결정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4) 둘째， 구성주의 자체의 문제 

점을 보완해 준다. 지난 10여년간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주의 

는 체계적인 연구프로그랩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었다{Ruggie 1998a, 856, 

879-80). 우선， 구성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이 공유하는 핵심 명제나 가셜， 또 

는 연구방법 둥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간범위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구조화{structuration) 즉， 행위 

자와 구조간의 상호형성관계에 초점을 두어서， 구조적 결정론과 주관적 자율 

주의를 모두 극복하고자 한다{Giddens 1984; Wendt 1987). 그런데， 지금까지 국 

제정치학에서의 구성주의는 주로 구조중심의 접근을 통하여， 행위자들의 정체 

성을 형성하는 문화적-규범적 구조의 규명에 주력해 왔대신욱희 1998; Wendt 

1992, 1994, 1995; Finnemore 1996; Katzenstein 1996; ]epperson, et. al. 1996). 그 

결과， 행위자 이론이 결여되어 있고， 중간범위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 

하지 못한다{Checkel 1998, 340-44). 또한， 관념과 문화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는 대가로 자기이익(self-interest)이라 

는 행위자의 중요한 속성에 대한 연구를 둥한시하게 한다. 이 점에서， 행위자 

의 합리적인 자기이익 추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주의와 정체성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구성주의 간의 대결을 일정 부분 지양하고 양자의 장점을 

잘 조합할 필요가 었다{Bates ， et. al. 1998). 신기능주의의 재해석은 이러한 문제 

3) 예컨대， Huelshoff 1995, 253; Moravcsik 1993, 474-79; Wessels 1997, 271-75; Warlei셈1 

1998, 6; 조홍식 1998, 34-38 등을 보라 
4) 하스(Haas 1975)가 통합이론에 종언을 고하면서 신기능주의도 사라지는 듯 했으나， 

1980년대 중반 유럽통합의 가속화 이후 다시 부활하였다‘ 신기능주의의 시각에 의존하 

거나 영향을 받은 예로， Tranholm-Mikkelson 1991; Burley and Mattli 1993; Leibfried and 
Pierson 1995; Pierson 1996; Marks 1993; Marks, cr. al. 1996; Greenwood, et. al. 1992; 

Mazey and Richardson 1993; φhrgaard 1997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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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신기능주의는 행위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이미 체 

계적인 연구프로그랩으로 정착되어 있고， 유럽차원의 정책연구와 같은 중간범 

위 분석에 유용하다. 또한， 신기능주의의 구성주의적 해석은 합리주의와 구성 

주의의 접합을 가능케 한다. 사실，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주의자들이나 이 

에 반기를 들고 나온 구성주의자들 모두 신기능주의에서 각각의 이론적 뿌리 

를 찾고 있다기 이 점은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신기능주의자들의 접근 

에 구성주의적 요소와 합리주의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신기능주의 접근은 구성주의의 장점을 최대한도 

로 살리면서 동시에 합리주의의 장점도 유지할 수 있다 

II. 행위자 중심의 다행위자-다층 접근 

통합은 초국가적 정치체(supranational polity)를 건설하는 과정으로서， 그 정 

치체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행위자들이 다양한 수준에 

걸쳐서 전략적 상호행위를 전개한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신기능주의는 한마디로， 행위자 중심의 다행 

위자-다층(multiple-acror， multi-Ievel) 접근으로서 구조적 제약 요인들보다는 다 

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행위 과정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다. 신기능주의적 구 

성주의 접근은 지역통합을 새로운 초국가적 정치체의 건설과정으로 본다. 여 

기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정치적 권위체， 즉 초국가적 기구 및 제도들이다. 다른 하나는， 초국가적 차원 

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상호행위공간， 즉 다양한 일국적 및 초국가적 행위자들 

이 동시에 상호행위를 전개하는 “새로운 정치적 장"(arena)"이다iLindberg and 

Scheingold 1970, 87-91).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초국가적 기구나 

제도들이 발전할 것인지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초국가적 정치공간에서 다양 

5) 예컨대， 제도주의자들의 측면에서는 Nye 1988, 239; Stone 1994, 464; Keohane 1984, 
7-8 둥을 보라. 구성주의자들이 신기능주의의 연원을 밝히는 것으로는 ]epperson, et. al. 

1996, 44; Ruggie 1998a, 862; Ruggie 1998b, 11; Finnemore and Sikkink 1998, 887 등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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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자들이 벌이는 상호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다 따라서， 통합의 궁극적인 

결과， 또는 최종 상태는 불확실하고 비결정적이며， 조약이나 구조적 제약 요인 

들에 의해서 미리 고정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Schmitter 1996). 

요컨대， 신기능주의 구성주의 접근은 다양한 행위자의 다층에 걸친 상호행위 

과정에 초점을 두고， 통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열린-비결정론적인 입 

장을 갖고 있다. 

행위자 중심의 다행위자-다층 접근은 신기능주의에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 

다. 구성주의가 그러하듯이(Ruggie 1998a, 880), 신기능주의는 객관적인 구조적 

요인들이나 몇 가지 전제들로부터 이론을 연역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경험적 

으로 행위자들의 상호행위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유형을 찾아내는 데 

주력 하기 때 문이 다. 파급(spillover)효과， 정 치 이 슈회-(politicization) ，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대외적 대표성 획득-( externalization), 초국가적 정치 

권위체와 일국적 권위체 간의 공생적 관계， 또는 초국가적 권위체의 국내 침투 

성(penetrativeness) 등 신기능주의의 중요한 개념들과 가설들은 모두 경험적 판 

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기능주의의 이론적 틀은 항상 열린 입장으로서 결정 

론적 입장과 거리가 멀며， 변화하는 현실과 그들의 경험적 연구로부터 항상 배 

우는 자세가 되어 었다. 신기능주의의 효시인 하스(Haas)가 후에 “인지진화 

론"(evolutionary epistemology 또는 cognitive evolutionary)의 시 각을 개 발한 것도 

그의 학습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행위자중심의 다행위자-다층 접근을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의 기본 입장으 

로 간주함에 있어서， 몇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첫째， 행위자중심의 접근이 

구조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기능주의는 구조적 결정론 

과 주관적 자율주의 모두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후에 구조화이론에서 시도하 

듯이， 체계중심의 접근과 행위자중심의 접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Haas 1964, 81-85) 그 결과로서 행위자중심의 접근을 취했을 뿐이며， 신기능 

주의자들이 행위자들에 대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 

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행위자 중심의 접근을 취함으로써， 능동적이 

고 성찰력 있는 행위자들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어떻게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 

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요컨대， 신기능주의의 최대 장점은 행위자에 대한 근접 

성에 있으며(Haas 1971 , 25), 행위자의 능동성과 성찰성을 전제로 하는 구조화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 金學홈 447 

론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다. 신기능주의자들이 지역통합에 유리한 구조적 변수 

들을 검토할 때에도， 그들의 초점은 구조적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적 변수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적 변수들과 행위자들의 상호행위에 놓여 있 

다 6) 이 점에서， 신기능주의는 구조적 필요성이나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행위 

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주의적 설명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7) 

둘째，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가의 문제이다，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의 논 

쟁이 남긴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는， 정부간주의가 통합과정에서 회원국 정부 

들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는 반면 신기능주의는 집행위(Commission)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들과 이익집단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점 

이다. 신기능주의의 다행위자 접근은， 1950년대 말 당시의 국제정치학에서 국 

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보고 국제정치에서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라고 보는 

현실주의 시각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이것이 곧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부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겠지만， 

국가에 대한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의 차이는 국가를 중요한 행위자로 보는 

지의 여부보다는， 정부간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회원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 다른 

행위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F)와 

자유주의 이론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엘리트와 초국가적 기구들 및 

이익집단을 특히 강조한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행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기능주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신기능주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당은 비교적 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ECJ(European Court of ]usrice: 유럽법원)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판명되었다. 중요한 점은， 신기능주의가 애초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 행 

위자들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설명력이 더 뛰어나다는 점이다. 

6) 예컨대， Haas and Schmitter 1964, 711-16; Lindberg 1971 , 48-113; Nye 1971 ， 208-18를 

보라 

7) 설명방식으로서의 기능주의(1)와 국제통합이론으로서의 미트라니(Mitrany)의 기능주의 

(F)와 분명히 구별할 휠요가 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펼요할 경우 소문자 f와 대문자 

F를 첨부하겠다 신기능주의는 국제통합이론으로서의 기능주의(F)에서 비롯하며 설명 

방식으로서의 기능주의(1)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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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충접근과 관련하여， 모라브직(Moravcsik 1993)의 자유주의적 정부간 

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와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를 비교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유럽통합에 관한 접근 중 가장 뛰어나고 체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간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익 

정치의 중요성이라든가 선호도 수렴의 중요성 또는 정부간 상호행위 과정의 

분석 동에서 신기능주의의 개념들을 적지 않게 수용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정 

부간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구분을 보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신기능주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의 핵심적인 차이의 하나는 초국가적 정치공간을 인정 

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에 있다. 즉，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국내 차원에서는 

이익정치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초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국제적 차원의 잠재적인 이익정치 요소들이 모두 국내 수준을 통하여 

실현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는 이러한 시각을 거부 

한다.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이익정치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을 국내 

차원 뿐 아니라 초국가적 차원에도 연장하여 적용한다-(Haas 1964, 32-37). 이는 

제도적 구조에 의해서 행위자들의 선호가 내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구성주의 시 

각에 일치한다. 일단 중요한 정책권한이 초국가 차원으로 양도되거나 그럴 것 

이 예상되면， 행위자들의 이익개념이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따라서 국내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이익집단들도 초국가적 차원으로 그 활동무대를 연장할 것 

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에서 파급효과를 논할 때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ill. 합리적 행위자와 선호의 내생적 형성 

행위자틀은 자기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똑적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행위자들의 이익개념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행위 속에서 내생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행위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초래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서 배울 수 있고， 이 배움으로부터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재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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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주의는 행위자가 목적의식과 성찰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행위자는 

자신의 가치실현과 같은 일정한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동 

인은 무엇보다도 자기이익의 실현이다. 바로 이 점에서 선기능주의가 구성주 

의와 합리주의를 접목시키는 고리를 제공해 준다. 합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신 

기능주의는 행위자의 행동이 우선 자기이익의 인식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본다 

(Haas 1964, 34). 그러나， 합리주의와 달리，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에 있어서 행 

위자의 자기이익 인지는 고정되어 있거나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위자의 자기이익 규정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행위 과정 속에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또， 행위자는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 

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행위자들은 여기에서도 학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요컨대， 신기 

능주의적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합리적 자기이익의 추구를 중시하지만， 행위자 

의 자기이익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내 

생적으로 형성되며 학습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 

펴보자. 

첫째， 행위자는 자기이익의 실현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는데， 여기에 

서 행위자의 객관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신 

기능주의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지만， 이것이 곧 행위자가 추 

구하는 자기이익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구조적 필요성과 행위자의 자기이익개 

념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행위자의 자기이익 인지가 불명 

확하거나 유동적일 수 있으며， 그들의 지식이 완벽하지도 않아서 자기가 인지 

한 이익의 실현에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신기능 

주의적 구성주의는 이러한 불합리성 또는 볼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인지하고 의도한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일단 기술하고 그 속에서 일정 

한 유형을 찾으려 한다. 

둘째， 따라서， 통합의 진행은 객관적-구조적 요인보다는， 행위자들의 이익인 

지와 가치에 달려 있다~Haas 1958a, 11). 신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의 하나가 바 

로 외생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Schmitter 

1996, 8) 예컨대， 1980년대 중반의 SEA(Single European Act: 단일유럽법)를 통 

한 유럽통합의 재가속화가 당시의 급증된 국제적 경쟁의 강화 등과 같은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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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기인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성주의 시각에서 

외적 요인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지와 학습이다.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는 외적 요인들이 유럽통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그것이 인지되고 중요한 도전으 

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유럽경화증”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통하여，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따라서 유럽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가 었다는 간주관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인 경쟁력 상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적 충격 자체는 1970년대가 1980년대 보다 더 컸을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유럽이 이 외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장 

으로서 인식되지 못하였고， 1980년대에는 유럽차원이 중요하게 널리 인지되었 

다. 이러한 간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단순히 외적-객관적 충격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셋째， 통합의 전개가 궁극적으로 행위자들의 자기이익의 인지에 달려 있지 

만， 통합이 일어나거나 심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지된 이익들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일정부분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면 된다. 

우선， 인지된 이익 개념들이 일치한다는 것은，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들을 

완전히 알고 이를 실현할 방법도 완벽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 

나， 행위자들은 자기의 이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또，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 완벽한 지 

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상이한 이 

해관을 갖고 있어도 그들 사이에 일정한 방향의 수렴이 있을 때 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올 주도해 왔던 호프만~Hoffmann 

1963, 545)이 지적하였듯이， EC는 “움직이고 있는 모호성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모호성이 때로는 통합을 

도와줄 수 있다. 모호하지만， 각자에게 중요한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는 것 같 

이 인지할 때， 행위자들은 통합을 시도하거나 심화하게 되는 것이다-(Haas 

1958a, 154-55). 역으로， 행위자들의 이익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 통 

합이 후퇴할 것으로 본다{Haas and Schmirrer 1964, 708). 

넷째， 행위자들의 이익인식과 목적 및 가치， 심지어는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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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의 상호행위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되거나 학습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는 신기능주의자들의 통합에 대한 개념정의에 잘 나타나 었다. 신 

기능주의는 통합을， 정치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기대와 정치적 행위들과 심지 

어는 충성심까지도 새로운 정치권위체로 옮기도록 “설득”되는 과정으로 본다 

(Haas 1958a, 11 , 16; Haas 1961 , 366-67; Lindberg 1963, 6) 설득에 의해서 충성 

심이 변화하고 얀하고는 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과정에서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상대방의 자기이익 인식을 수정하도록 설득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바꾸도록 설득 당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 

히 도구적 합리성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상호행위 과 

정에서 서로간의 의사소통 속에서 자신의 선호와 목적을 “재규정”하는 내생적 

선호형성 과정인 것이다. 기능주의(F)의 영향을 받은 신기능주의는 덜 정치적 

이고 덜 논란이 되는 이슈들 즉， 소위 저차원 정치(low politics)의 이슈들에서 

통합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지만， 비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의 통합도 

매우 정치적인 과정으로 본다. 그 안에 서로의 선호와 이익인지 및 전략들， 심 

지어는 정체성과 충성심까지도 “재규정”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 

때문이대Haas and Schmitter 1964, 716; Haas 1971 , 35). 이 점에서， 신기능주의 

가 행위자의 선호를 외생적으로 규정한다는 리세-카픈{Risse-Kappen 1996, 56) 

의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선기능주의는 행위자들의 이익인지와 목 

적 및 전략이 그들의 상호행위 과정 속에서 학습을 통하여 내생적으로 형성되 

는 측면에 초점을 기울인다. 바로 여기에 신기능주의가 행위자의 자기이익의 

합목적적 실현이라는 합리주의의 기본 전제를， 선호의 내생적 형성을 강조하 

는 구성주의의 툴 안에서 포용하는 고리가 었다 

다섯째， 행위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서 배울 수 있으며， 이 학습과정올 

통해 자기이익 개념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행동을 수정 

할 수 있다. 이 점은 신기능주의가 기능주의({)로부터 배운 것이다. 기능주의(F) 

의 전통을 따라서， 하스는 행위자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에 비추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설명 

방식으로서의 기능주의({)로부터， 하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즉， 행위자의 

의도적인 행동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나 관찰자에게 흥미로운，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Haas 1964, 78-8 1). 이것은 통합의 전개를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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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행위자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통합의 심화를 촉진할 수 있다. 지역통합을 연구하는 분석가에 

게 행위자의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따라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신기 

능주의는 이러한 기능주의(f)의 발상을 자신의 이론 틀 안에 수용한다.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인지한 행위자는 자신의 이전의 선호(목적)나 전돼수단) 또는 

이들 모두를 수정할 수 있다 요컨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의 학습을 통 

해 행위자의 선호와 전략 둥이 내생적으로 재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기능 

주의가 기능주의(f)로부터 배우는 데 있어서도 전혀 기능주의(f)적 결정론에 빠 

지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학습의 개념이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 개념은 신기능주의와 구성주의를 연결시켜 

주는 결정적인 고리이기도 하다 학습을 통하여 행위자들은 자신이 먼저 갖고 

있었던 자기이익의 개념이나 목적 또는 섬지어 정체성까지 수정하게 되고， 이 

것은 역으로 그들의 상호행위의 양상과 상호관계를 수정하게 된다. 뒤에서 보 

겠지만， 학습 개념은 신기능주의의 중심가설인 파급효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도 하다. 주의할 것은， 행위자들이 상호행위 속에서 내생 

적으로 학습을 하고 자신의 선호를 재규정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단선적인 진 

보를 의미하거나， 행위자들의 협력을 항상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만 

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자들에게 학습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사건의 전개에 앞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대Ha싫 

1983, 25-26). 한 분야에서의 학습이 다른 분야로 항상 이전될 수 있는 것도 아 

니디-(Haas 1961 , 373; 1964, 21 및 48). 이 점은 무제한도의 학습가능성을 전제 

한 기능주의(F)와 신기능주의가 다른 점이고， 파급효과 개념이 결정론적으로 

해석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N.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형성관계 

행위자들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제도에 의해서 

제약되고 구성된다. 돔시에， 행위자를 구성하는 제도의 영향은 그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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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의미규정과 재규정을 통해서 발휘된다 요컨대， 행위자들 

과 제도적 구조 사이에 상호규정과 형성의 관계가 있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신기능주의의 핵심이다. 초기 통합이론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하스와 도이취(Deutsch)의 접근 중에서 유럽통합에 관하여 하스의 신 

기능주의가 지배적 영향을 행사했고 오늘날 다시 부활하는 반면 도이취의 접 

근은 그렇지 못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도이취와 달리 하스가 제도의 

중요성에 착안하고 있기 때문이다-(Caporaso 1998, 2-3) 신기능주의 접근 전체 

가 EC의 제도적 독특성에 대한 하스의 관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디-{Haas 1958b, 458).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행위자의 행동 뿐 아니 

라 그들의 이익인지를 비롯한 선호의 형성이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구성주의자들이 구조중심의 접근을 취하는 것과 비 

교할 때，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는 행위자에 대한 제도의 구성적 영향을 강조 

하면서 동시에 제도의 영향이 항상 행위자 자신들의 적극적이고 성찰적인 의 

미규정에 의해서 여과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한다. 

첫째， 행위자들의 선호와 상호행위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되고 구성된다. 합 

리주의적 접근과 비교할 때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의 제도에 대한 접근의 특 

정은， 제도를 단순히 거래비용을 감소하거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립적 

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역 

사적 제도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 

을 통하여 제도적 유산이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감금{Iock-in)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대Pierson 1996; Bulmer 1998, 374; Caporaso 1998, 13-14). 

구성주의도 국제제도나 레짐을 “간주관적 의미의 툴”로서 합리적 효율성의 제 

고 뿐 아니라 일정한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Ruggie 1998b, 

85-86).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역시 제도가 중립적이지 않고 “행위자 간 특정 

의 가치서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디-{Haas 1983 , 27). 즉， 제도는 행위자의 행 

동을 규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속성과 상호관계를 규정하기도 한다. 자유주의 

적 정부간주의가 국제제도를 상호의존되어 있는 국가들 간의 “정책 외연 

성"(policy externalities)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Moravcsik 1993, 

485-86),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상호의존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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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제도가 형성되기보다는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상호 

의존의 유형이 오히려 규정된다고 본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간의 상호의존도 

가 영국과 그리스 간의 상호의존도 보다 클지라도， 후자의 관계는 EC의 공동체 

관계로서 규정되지만 전자는 그렇지 못하다 즉， 상호의존성이라는 외적-구조 

적 조건에 의해서 제도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상호의존성이 

규정되며， 제도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가 상호의존성의 어떤 부분을 문제화하 

고 공동으로 대처할지를 규정한다. 바로 이 때문에 초기 제도형성의 기간이 중 

요하다. 처음에 수립된 제도적 장치와 그 내재된 가치가 “통합사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과적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Haas 1958b, 450). 특히， 역사적 제 

도주의자들이 강조하듯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후세의 행위자들의 관계를 

일정 방향으로 묶어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Pierson 

1996). 신기능주의자들이 “협상형" (negotiated) 통합과 구별하여 “내장 

형 "(built-in) 또는 “자동형"(automatic) 통합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통합의 전개 

를 일정 방향으로 묶어 두거나 역행할 수 없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을 

가리키는 것이다{Haas and Schmitter 1964, 713) 요컨대， 제도는 일정한 가치와 

의미체계를 내포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 유산이 그 안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서， 단순히 행위자의 역할을 규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선호와 이익인지 등을 

비롯한 행위자의 속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행위자의 상호행위와 상호관계 및 속생들이 제도에 의해서 구성되지 

만， 동시에 능동적이고 성찰력을 가진 행위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의미를 어떻 

게 규정하고 재규정하는지가 제도의 형식적인 구조 보다 더 중요하다. 방금 언 

급한 “잠금”효과의 경우， 후세의 행위자들이 역사적 유산으로서 갖게 되는 제 

도적 장치는 이전 세대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제도와 행위자는 

엄격히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침투해 있다. 제도는 고정된 의미와 효과 

를 가지고， 행위자와 떨어져서 그들의 생활 밖에 영구히 존속하는 그 어떤 것 

이 아니다. 행위자들에 대한 제도의 영향은 일면 행위자 스스로의 의미규정과 

간주관적 의미체계에 의해서 중재된다 이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는 

제도의 건설/변화와 제도의 지속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는다. 특히， 신기능주의 

적 구성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존재가 곧 자동적으로 행위자들간에 초국가적 

상호행위의 유형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정부간주의와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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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신기능주의자들이 집행위를 비롯한 초국가적 기구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가 행위자로서의 초국가적 기구들 

의 자기 규정과 가치의 내재화 정도에 주목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 

기능주의는， EC 기구들이 통합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들에게 할당된 

정책권한들과 역할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자신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더 많이 좌우 

된다고 강조한대Lindberg 1963, 8). 이러한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최 

근 주인-대리인(principaJs-agenrs)의 모텔을 사용하여 초국가적 기구들이 회원국 

으로부터 갖는 자율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과 차이가 있다8) 신기능주의적 구 

성주의 접근은， 집행위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가 부여받은 권한 정도 등의 형식 

적인 구조보다는， 집행위가 회원국들을 섣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 

치적 기술”을 더 중시한다 예컨대， 집행위는 단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회원국 

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적을 찾아내고 이를 “유럽”의 이슈로 제시하 

기도 하고， 다양한 이익집단들과 회원국 관료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특정 회원 

국들을 설득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능적 필연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회원국들 

간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서 타협을 하게끔 도와주기도 한다{Lindberg 1963, 

117 -166; Lindberg and ScheingoJd 1970, 93-94). 요컨대，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집행위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가 회원국들의 선호형성과 협력 

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위의 형식적 권한에도 근거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집행위 스스로의 역할규정과 적극적 행동에 달려 있다{Smyrl 1998). 

집행위가 이러한 정치적 기술이 없거나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초국가적 제도의 성격이 강한 집행위가 정부간 기구의 성격이 강한 각료 

이사회(CounciJ of Ministers) 보다 실제 행동양식에 있어서는 덜 초국가적일 수 

있다는 하스의 관찰은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Ha싫 1958a, 525). 

8) 주인-대리인 모텔로 초국가적 기구들의 자율성의 정도와 한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시도 

로 Pollack 199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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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부간주의의 초국가생 

EC으| 정부간 관계는 전형적인 고전적 국제관계와 달리， 그 안에 초국가적 

행위유형을 내재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즉， 회원국들 간에 타협의 집단적 문화 

가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각국의 국익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EC 내에 

서의 정부간 관계는 일정 부분 초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통 정부간주의와 대별하여서 신기능주의는 회원국가들의 역할을 과소평 

가하는 초국가주의(sup때lationalism)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기능주의가 초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행위를 강조하고 집행위와 같은 초국 

가적 기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 

능주의가 정부간 관계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간주의 접근과 신기능 

주의의 보다 중요한 차이 점은， 각료이사회나 COREPER(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ìves: 상임대표위원회)와 같은 정부간 기구 속에서 회원국 

들의 상호행위 속에서 전형적인 정부간 관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요소를 신 

기능주의가 발견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이 

행위자와 제도적 구조의 상호형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경우로서， 신기능주 

의와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를 가능케 하는 중요 

한 관찰이다. 명백히， 각료이사회는 구조적 초국가성 또는 “제도적 초국가성” 

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QMV(qualified majorìty voting: 가중다수결)가 도입 

된 부분에서는 각료이사회도 초국가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점을 가지고 유 

엔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구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기능주의자 

들은 각료이사회가 제도적 초국가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 

영에 있어서의 초국가성 또는 “절차적 초국가성”이 발전하고 있다는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9) 제도적 초국가성이 초국가적 차원으로 정책권한이 공식적으 

로 이양된 정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면， 절차적 초국가성이란 관련 행위자 

들이 “공통이익의 향상”을 통하여 타협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 

유형이 발달한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Haas 1961 , 367-368; and Haas 1964, 111). 

9) 초국가성의 제도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의 구분에 대하여서는， Haas 1958a, 59; Haas 
and Schmitter 1964, 7 1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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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 사이에 발전한 이와 같은 독특한 상호행위의 유형을 신기능주의자 

들은 “공동체적 절차규칙” 또는 “공동체 방식"(the Community method)라고 불 

렀다， 공동체 방식의 발달로 인해， 각료이사회에서의 정부간 관계는 단순한 협 

상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변모한디-(Lindberg 1965 , 62). 그 결 

과， 회원국들은 타협에 의한 합의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기꺼이 양보를 하기도 

하고， 분열적인 이슈는 연기하고， 상대방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존중 

하는 등， 보통의 정부간 관계에서 보기 힘든 초국가적-공동체적 행위유형을 보 

인디-(Lindberg 1963, 280; Lindberg and Scheingold 1970, 96-97; Haas 1958a, 487 , 

490, 및 512-522). 일종의 “집단정신”에 입각하여(Lindberg 1965 , 62), 협력적 분 

위기 속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Haas 1958a, 519).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동체 방식의 발전과 회원국들의 자국이익 

실현이 반드시 상충하지는 않음을 강조하여야겠다. 공동체 방식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중요이익과 선호를 존중하고 때로는 집행위에 의한 중재노력을 받아 

들이려는 회원국들의 의지에 입각해 었다-(Lindbcrg 1963, 29 1). 또， 과거 드골(de 

Gaulle)의 프랑스정부가 196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회원국정부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공동체 방식이 와해될 수도 있디-(Lindberg 1966). 여기에서 신기능주의 

적 구성주의 논의의 초점은， 공동체 방식이 발달하여서 회원국들이 자국이익 

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회 

원국들이 민족국가로서의 이익과 정체성에 더하여 회원국가로서의 이익과 정 

체성이라는 차원을 새로이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대Sbragia 1994). 각료이사회 

에서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이 여 

전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자국의 이익개념 설정이 이미 공동제의 회원이라 

는 사실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시각이디-(Sar빠10Itz 1993, 3). 따라서， 

개별 국민국가로서 정부뜰이 그들의 국익을 규정하는 측면이 었다면， 회원국 

가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공동체적 방식 속에서 내생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재규정하고 수정하는 부분도 있다- 이슈와 상호행위에 따라서，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 정부들간의 결정은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작용할 경우 소위 

“최소공약수”에 입각한 최소한의 협력이 이루어지겠지만， 회원국가로서의 정 

체성이 크게 작용하여 공동체적 방식에 의존할 경우 “상이한 견해차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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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더 나아가서 “공동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Haas 1961 , 367-368; 1964, 

111) 특정 이슈에서 어느 정체성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지는 경험적 연구의 문 

제로서 미리 예견할 수는 없다. 다만， 공동체 방식의 발전에 따라서 각료이사 

회나 COREPER는 더 이상 단순히 정부간 제도라기보다는 이미 공동체적 기관 

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Lindberg 1963, 36 and 78-79) 

형식상 정부간 제도에서도 공동체 방식이라는 초국가적 행위절차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기능주의의 관찰은， 제도적 구조에 의해서 행위자들의 속성과 상 

호행위가 규정되지만 거꾸로 행위자의 상호행위가 제도의 속성과 의미를 재규 

정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시각과 일치한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정부 

간 조직에서의 초국가적 행동양식의 발전은 회원국들이 초국가적 정치체에 

“소속"(belongingness)함으로써 내생적으로 생긴다고 볼 수 였다 러기(Ruggie 

1993)의 용어를 원용하자면， 통합은 각국의 영토성을 “해체"( unbundling)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해체된 영토성을 초국가적 집단체에서 새로 

이 다시 묶는{reu배lbl야unc떼1c버‘d페i 

소속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국내 차원이나 초국가 

차원의 문제들을 더 이상 어느 한 정치적 권위체가 확고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해체된 영토성은 각료이사회의 다른 정부들과 집행위를 비롯한 EC 기 

구들과 같이 함께 집단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초국가적 집단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회원국들은 조약의 체결과 개정 등을 통하여 통합의 

전개에 있어서 최종 통제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통제자로서의 

역할은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에서 정 

부간 관계에서 집단적 정신 또는 집단적 문화와 규범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초국가적 공동체에 소속함으로써 생기는 또 하나의 효과는 다른 행위자 존재 

의 “내재화"( endogenization)로서， 이것이 각국의 정체성과 이익형성에 선제 구 

조로서 작용한다. 여기에 신기능주의자들의 학습 개념과 행위자의 “사회화” 개 

념이 중요하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과 선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원국들의 존재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 뿐 아 

니라 다른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들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과정 

에서 자신의 선호를 재규정하는 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집행위의 중재역 

할에 의해서 공동이익의 향상을 통한 타협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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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이 모여 일정한 규범적 효과를 갖는 공동체 방식이 공고화된다. 회원국 

들은 이렇게 공동체 방식으로 내재화된 규범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에 

익숙해지며 회원국으로서의 규범을 포함한 공동체 정체성을 발전시키게 된다. 

요컨대， 회원국으로서의 소속이 내생적인 규범과 문화를 학습하게 하고 이에 

따라 행위자가 일정 부분 사회화된다. 

정부간 관계의 초국가성 속에서 회원국 정부들의 선호형성의 내생적 측면을 

보는 것은， 단순히 회원국 정부들의 선호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자 

유주의적 정부간주의보다 우월한 연구프로그랩을 제공하며 이미 적지 않은 연 

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정치협력(EPC: European 

P이itical Cooperation)이 초국가적 제도의 뒷받침 없이도 초국가적 요소들을 적 

지 않게 보이는 현상을， 신기능주의를 적용하여 상호행위에 따른 학습과 사회 

화에 의한 협력의 발달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φhrgaard 1997) 각료이사회 아 

래 수많은 전문그룹월-{wo아r뻐k셔따맹i g망roωup야여s)의 운영에 대한 한 연구는， 각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주로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전히 

국적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집행위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중심으로 

거미줄과 같은 의사소통망을 형성하여 상호의견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등 

기대했던 이상의 초국가적 공동체 모습을 발견하였다{Beyers and Dierickx 1998, 

313-14) 또， 치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COREPER를 분석한 한 연구를 보 

면， 상임대표들은 자국 이익의 대표와 동시에 유럽공동의 이익 실현이라는 두 

가지 역할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고 

단기적인 자기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진을 추진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 간에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의 

사소통적 합리 성 이 발달하고 장기적 관점 이 발전한디-{Lewis 1998). 

정부간주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타협과 협력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결 

정적인 핵심이익이 걸린 경우 이것이 공동체적 정체성보다 우위에 설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정부간주의 관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간 

관계의 중요성과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시각이 강조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적 

규범과 행위유형의 발달 사이에 사실상 커다란 괴리가 없다. 예컨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프랑스 정부가 집행위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여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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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합의에 입각한 정책결정이라는 공동체적 규범과 관습의 

힘이었다{Webber 1998, 590). 즉， 정부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회원국정부의 거 

부권 행사와 그 위협이 때로 중요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거부 

권(의 위협)을 행사하는 회원국에 다른 나라들이 굴복해서가 아니라， 각 나라에 

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꽁동체 방식이 이미 발전하 

여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동체 방식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의 강조와， 최근 유 

럽통합의 연구에 도입된 역사적 제도주의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회원국들이 행사하는 제약에 초점을 두고， 왜 회원국들이 초국가 

적 기구들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상실하면 왜 그 통제 

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지를 검토한대Pierson 1996, 147-48). 이것은 회원국 

과 초국가 기구를 주인과 대리인으로 놓고 대리인의 자율성을 주인의 통제권 

한의 이완과 상실로 보는 폴릭'(P이lack 1997)의 합리주의적 제도주의와 비슷한 

발상이다. 이러한 시각들과 대조적으로，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는 회원국정부 

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초국가성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초국가성은 정부간 

관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태되어 자랄 수 있다. 집행위와 같 

은 초국가 기구의 자율성의 정도가 회원국들의 통제장치에 달려 있는 것도 사 

실이지만， 동시에 회원국 정부들간의 절차적 초국가성에도 달려 었다고 본다 

회원국들이 주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달리 

(Pierson 1996, 136),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회원국 정부들이 단기적 이 

익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장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은 공동체적 규범의 발전을 

도와주고 또 역으로 그에 의해서 조장되기도 한다. 

VI. 학습과정으로서의 파급효과 

한 부문에서의 통합은 다른 부문으로의 통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파급효과는 

행위자들의 학습을 전제로 한다 특히，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확대가 있거나 그것 

이 예상되는 경우(기능적 파급효고~)，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인지한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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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국가적 정치공갇뻐|서 자신의 이익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치행위를 전개할 수 

있으며(정치적 파급효고~)， 그들 간의 상호행위의 결과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이 더 

욱 확대되거나 저지될 수 있다(기능적 파급효과). 이러한 파급효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부문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궁극적 

으로 그 부문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힘의 대결에 달려 있다. 

파급효과는 신기능주의 개념 중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그만큼 자주 오해되어 사용되는 개념도 드물다. 종종 파급효과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으로서 결정론적으로 이해된다. 신기능주의자들 스스로가 이러 

한 오해의 소지를 준 책임도 였다. 그들은 통합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 

범적 정향을 가지고 있었고(Nye 1968, 855-57), 동시에 유럽통합에 대하여 다분 

히 닥관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었디iLindberg 1965 , 57). 또한， “부문별 통합원리 

속의 팽창논리”를 강조하여서 파급효과에 결정론적인 뉘앙스를 주기도 하였다 

(Haas 1958a, 313). 그러나， 신기능주의자들은 통합이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 

는다는 점을 일찍이 간파하였다. 특히， 하스는 “기능적 맥락의 자율 

성"(auronomy of functional contexts)을 강조하여， 어떤 한 부문에서 작용한 통합 

의 힘이 반드시 다른 부문에서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Haas 1961 , 373). 

파급효과 개념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는 이 개념이 사용되 

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파급이 일어나는 차원 또는 영역 O 

로서， 여기에는 기능적 파급과 정치적 파급의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기능 

적 파급"(functional spillover)이란 초국가적 기구의 기능의 확대， 즉 그들의 권한 

이나 직무확대(task expansion)를 의미한다lO)(Haas 1958a, 289-313). 현재의 용어 

로 통합의 “심화"(deepening)를 말한다. “정치적 파급"(political spiIlover)은 잘 개 

발되지 않은 개념인데， 정당이나 이익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이 국내 차원에서 

부터 초국가적 차원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반경을 확대하거나 재섣정하는 것 

을 가리킨다-(Haas 1958a, 306 및 330). 즉1 초국가 차원에서의 정치적 역할의 확 

대와 그에 따른 초국가적 정치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J!) 이 정치적 차원의 파 

10) 다른 곳에서 하스는 이를 “행정적” 파급으로 부르기도 했다{Haas 1958b, 454) 
11) 파급의 또 하나의 차원으로서 하스는 “지리적 파급"(geo양raphical spillover)을 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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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 태도와 정체성 

등 그들의 속성을 수정하고 형성하는 내생 적 과정 이r:t<Finnemore and Sikkink 

1998, 887). 보통의 경우 파급이라 할 때는 이 두 가지 차원 중 첫 번째 의미 

즉， 초국가적 기구의 직무확대를 가리킨다. 

둘째， 초국가적 기구의 직무확대가 얼어냐는 방식 또는 기제(mechanism)로 

서， 이것은 이미 나이(Nye 1971 , 201)가 기능적 방식과 의도적 창출에 의한 방 

식 두 가지를 구분하였다. “기능적 파급"(functional spillover)이란， 문제영역들에 

내재해 있는 기술적 연계가 인지됨으로써 파급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창출된 파급"(cultivated spillover)이란， 기술적 필연성보다는 정치적 및 이데올 

로기적 작업으로서 문제영역 간의 연계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경우를 가 

라킨다. 나이의 이러한 구분은 파급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있어서 파급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파급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의 학습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출된 파급 방식이 학습과정을 내포한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자신의 과제확대를 위해서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 사이에서 여 

러 가지 창출 노력을 기울이는데， 예컨대， 어떤 문제를 공동의 유럽의 이슈로 

규정하고 이를 “설득”하거나， 각국의 인지된 이익과 목적을 보다 높은 유럽 차 

원에서 “재규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능적 파급 방식도 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영역 간의 기능적 연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 

자들에 의해서 인지되고 이것이 초국가적 기구의 과제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이를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섣득과정에서 때로 

는 기능적 필연성의 논리가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 펼연적인 것은 없다. 

기능적 필연성은， 행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설득하고 배우고 이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과제확대를 자동적으로 불러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어느 것이 

기능적 파급 방식이고 어느 것이 창출된 방식인지 엄격히 구분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파급은 창출 

되는 것으로서， 그 속에 문제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자기이익에 대한 개념규 

정을 수정하는 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SEA로부터 

하였다{Haas 1958a, 314-17) 오늘날의 용어로 EC의 “확대"(widening)에 해당하는 이 파 

급의 차원은 이 글에서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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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경제통화동맹)로 넘어가는 과정은 기능적 

파급 방식이자 동시에 창출된 것이기도 하다.EMU가 SEA를 완수하기 위해(경 

제이론의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가 아닌가의 객관적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집행위는 이들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조하였고 많은 정치가와 사회집단 

들이 이 기능적 파급에 동조하였다-(Sandholtz 1993, 19). 여기에서 EMU와 단일 

시장 간에 기능적 펼연성이 객관적으로 폰재하는지의 여부는 항상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행위자들의 간주관적 의미세계에서 어떤 문제영역들 간 

의 기능적 거리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깝게 인지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월할 수 있다. 간주관적 세 

계에서 기능적 연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될 경우 기능적 방식에 의한 파 

급과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연계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정치적 활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제확대를 원하는 행위자들은 기능적 필 

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간주관적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 

할 것이다. 한마디로， 기능적 연계가 가깝게 인지되는 경우에도， 모든 연계는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창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파급과정을 학습과정으로 이해했을 때，<그림 1>에서와 같이 기능적 파급 

즉， 과제확대와 정치적 파급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능주 

의의 중요한 발견이다. 먼저， 기능적 파급 즉， 초국가적 과제의 확대가 정치적 

파급 즉， 정치적 행위의 초국가적 차원으로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초 

국가적 기구의 과제확대는 회원국 정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회원국 정부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초국가적 정치공간의 확대와 초국가 

적 정치 행위의 확대를 가져 올 수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파급효과 역시 행위 

자들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유발된다.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확대에 의해서 자 

신의 이익이나 목적실현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지하거나 그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행위자들은 초국가적 수준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확대하려 할 것이 

다. 실제로， SEA와 마스트리히트(Ma싫tricht) 조약에서 도입된 EC의 권한확대와 

QMV의 확대에 자극 받아서， 초국가 수준의 행위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행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디-(Kohler-Koch 1994, 172-175; Risse-Kappen 1996, 66). 특 

히， 기능적 파급으로부터 정치적 기대에 변화가 생기면서 EC라고 하는 무대가 

갖는 의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SEA 이후 (회원국 정부들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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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많은 행위자들이 EC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 

동 대웅의 장으로서 EC가 갖는 중요성이 그만큼 증가함으로써， 이후 EMU에 

대한 논의도 수월해졌다{Sandholtz 1993, 21). 이것도 기능적 파급에 의한 정치 

적 파급으로서 행위자들의 인식과 기대 변화 및 행위무대 변화를 동반하는 학 

습과정이라고 하겠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초국가적 과제의 확대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지와 기대 및 그에 대한 대응 둥은 그들의 구조적 위치 뿐 아니 

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규범과 이념 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동일 

한 SEA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독일 노조들의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그 

들의 구조적 입장에 따른 손익계산 보다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데올로기 

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Markovits and Otto 1992). 

그림 1. 

I 기능적 파급 • I 정치 적 파급 1 --1기능적 파급 

한편， 정치적 파급은 역으로 기능적 파급 즉， 과제확대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정치적 파급효과를 겪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능적 파급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자신들이 의도 

하지 않은 결과로부터의 학습 결과 이익집단들이 공동체 차원의 규제를 요구 

할 수 있다. 유럽의 기업인들이 유럽차원의 경쟁정책 권한의 강화를 요구한 것 

이 대표적인 경우다. 기업들이 단일시장 건설을 촉진하고 지지하였을 때에는， 

유럽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단일시장이 건설 

되는 가운데 곧 유럽각국의 다양한 경쟁법과 정책이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비용도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기업 

들은 단일시장과 단일의 경쟁정책규제틀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발견하고， 경 

쟁정책 분야에서 EC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추진하게 된다{W oolock, Hodges 

and Schreiber 1991 , 11-24). 둘째， 국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거나 힘 

이 약화된 행위자들이 초국가적 권한의 확대에 따라 초국가적 무대로 행동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확대를 더욱 추진할 수 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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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경우가 1988년 들로르(Delors)가 TUC(Trades Union Congress: 영국노조 

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전후하여 영국 노조가 보여 준 방향전환이다. 대처 

(Thatcher) 보수당정권 아래에서 많은 권한을 박탈당하고 약화된 영국 노조들은 

EC의 활성화에 따라 유럽의 사회정책 강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EC 차원의 

사회정책과 노동법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디-(Geyer 1993, 99). 국내 수준에서 약 

화된 자신의 힘과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럽차원의 정책권한의 확대를 도 

모하는 일종의 양차원 게임을 전개하는 것이다. TUC와 마찬가지로 영국 노동 

당도 비슷한 시기에 친유럽정책으로 전환하고 EC의 사회정책 강화를 적극 주 

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EC의 권한확대에 따른 정치적 기 

대의 변화이대Daniels 1998). 셋째， EC의 발전방향 자체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 

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른 분야에서의 권한확대를 요구하고 추진할 수 있 

다. 예컨대， 하스는 유럽통합이 시장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 

라 노조들이 그들의 조직적 연계망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 

호망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Haas ， 1958a, 283-301 , 

339-50, 414-30; Haas 1958b, 451-52). 이러한 관찰은 오늘날 SEA 이후에도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다. SEA 이후 노조들과 몇몇 회원국들을 중심으로하여 EC의 

사회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시장중심의 통합에 대 

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1996-97년의 정부간회의(IGC: 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 즈음하여， 기업들이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 

는 것에 대항하여， 환경론자들이 EC의 환경정책 권한의 확대를 요구하고， 노동 

세력이 사회정책과 실업해소를 위한 EC의 권한확대를 요구한 것도 같은 논리 

이다-(Mazey and Richardson 1997). 

그림 2. /"댄동합세력 우세 • I 권한확대 | 

1 초국가 권한 확대 1 

、、| 반통합세력 우세 • 1 권한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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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능적 파급과 정치적 파급 간의 상관관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았지만， 파급을 항상 권한확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학습과정으로서의 파 

급은 통합의 심화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통합의 약화 또는 위기를 초 

래할 수도 있다.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서로 다른 이슈영역에서 중요 

한 행위자가 다를 수 있고， 그들 간의 힘의 관계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스 

가 “기능적 맥락의 자율성”이라고 부른 것은， 곧 문제영역에 따라서 행위자간 

힘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Lindberg and 

Scheingold 1970, 108-9). 따라서， 기능적 파급 즉， 초국가적 권한의 확대가 다양 

한 행위자들의 정치적 기대와 행동에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데， 자신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 행위자들은 더 이상의 통합에 반대할 것 

이고， 이들의 힘이 통합의 확대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의 힘보다 더 큰 부문에 

있어서는 통합의 심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요컨대，<그림 2>에서 보듯이， 기 

능적 파급에 따른 정치적 파급의 결과， 그 분야에서의 힘의 균형에 따라 기능 

적 파급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역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친통합 행위자들과 반통합 행위자들의 힘의 관계는 물론 단순히 그들의 

물질적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이지 않지만 중요 

할 수 있는 내재적 요인들 예컨대， 이데올로기， 조직력， 판별력， 정체성 둥이 모 

두 작용한다. 어떤 변수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이러 

한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의 틀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 

제다. 

Vß. 맺는 말 

이 글은 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재해석을 통하여， 유럽통합에 대한 행위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접근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재구성된 

신기능주의 접근은， 합리적 행위자의 자기이익 추구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행 

위자의 선호가 그들의 상호행위와 제도적 틀 속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점 

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행위자의 물질적 이익 

추구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의 이점을 구성주의의 큰 틀 속에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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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도에 의해 행위자의 속성이 구성되는 측면을 보면서도 동시에 행위자의 

간주관적 의미규정과 재규정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행위자중심의 접근을 수립 

한다. 이러한 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은 규범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 또는 

정체성과 자기이익 인지 모두를 볼 수 있게 한다. 신기능주의적 구성주의 접근 

은 행위자의 합목적적 이익추구행위와 그것의 사회적 구성을 모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적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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