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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졸고(조동준 2014, 18-43)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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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문제해결

동아시아

역내 문제해결 방식의 특수성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드러낸다. 동아시아는 역내 문제

를 역내 양자외교망과 보편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
면, 지역기구 형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지역기구
의 숫자, 기능, 역할 등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다른 권역에 비하여 가장 후진
성을 보인다. 동아시아 역내에서 존재하는 촘촘한 초국경 연결망에도 불구하고
지역기구가 부재하는 현상은 ‘아시아의 역설’에 해당될 수 있다.
지역기구 측면에서 ‘아시아의 역설’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 동
아시아 역내 숙적관계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숙적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분단국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태국
과 베트남 사이의 숙적관계가 존재한다. 역내 초국경 활동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내 지역기구가 발전하지 못한다. 둘째, 역내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문명권과 중화 문명권이 경쟁하고
있으며, 냉전기 정치적 이유로 역내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의도적으로 역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T

his paper compares the regional governance mechanism across
the five regions: Europe, Americas, Africa, Arab, and East Asia.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to solve international issues by
means of dyadic diplomacy and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East Asia. Meanwhile, regional organizations in East Asia have been
weak and merely functional. The weakness of regional organizations
in East Asia is a striking contrast to the fact that East Asia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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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ly integrated in terms of economic relationships. It may be called
as the “Asian paradox.”
There seem to be two explanations to the “Asian paradox.” First, rivalries have been rampant in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still have
had rivalries among them. There have been two divided nations: Korea
and China. There have been rivalries in Southeast Asia. These rivalries
have been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regional organizations in East
Asia. Second, the regional identity has been weak in East Asia. The traditional culture in East Asia traces back to the two great ancient civilizations:
Chinese and Indian one. Western cultures have been influential in modern
days. Furthermore, the Cold War divided the East Asia into two camps.
The Sino-US rivalry in the post-Cold War era has hampere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identity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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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구 regional organization , 지역화 regionalization ,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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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동아시아의 역내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르게 해결되는가?1
동아시아 역내 문제해결 방식의 특수성은 대체로 유럽과의 비교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유럽의 지역통합 수준에 비하여 아시아
가 뒤떨어져있다는 진단은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곤 한다(주봉호 2013, 95-96; Lawrence 1996, 79-104). 지향하
고픈 이상으로 유럽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의 실상을 언급하는
관행은 학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일상화되었다(노무현 2003; 김경
일 2002, 355-358). 이런 논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 또는 후진성을

기정사실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글은 동아시아 역내 문제해결 방식의 특징을 지역 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째, 먼저 지역문제 해결이 필요하게 된 상황을 기술한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인류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초국가-국제문제가 발생하
자 지구화와 지역화가 진행되었다. 둘째, 역내 초국경 쟁점을 대처
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인류는 초국경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 문제해결 방식을 마련하였다. 셋
째, 역내 문제해결 방식에서 동아시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 지
1

이 글에서 동아시아는 국제연합의 지역분류인 ‘동아시아’(Eastern Asia)와 ‘동
남아시아’(South-Eastern Asia)를 포함한다(United Nations 2013). 국제연합
분류에서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대만, 몽골을 포함하며, ‘동남아
시아’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르네이,
싱가포르, 버마, 동티모르를 포함한다.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ASEAN+6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정치적 쟁점과 경제적 쟁점에서 긴밀히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승우 201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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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문제해결 방식에서 동아시아의 상
대적 위치를 가늠해본다.

II 지구화와 지역화
초국경 쟁점이 급속히 증가한 근본적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자연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인간관
계를 맺게 되었고, 이전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자원과 공간을 사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공동체 간 접촉과 경쟁을
증폭시켰고, 초국가-국제문제를 운영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강화시
켰다. 이 절에서는 지구화가 초래한 지역쟁점의 등장과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인류의 대응방식을 검토한다.

1. 19세기 이후 지구화
지구화는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하여 본격화되었다. 지리상의 발견
이전부터 구대륙은 초원길, 비단길, 그리고 해로를 통하여 연결되
어 있었지만, 연결의 강도, 시간, 빈도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2 지
리상의 발견 이전 바이킹의 활동으로 인하여 신대륙도 간헐적으로
구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하여 신대륙과
구대륙이 촘촘하게 연결되었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 구대륙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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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단일 사회로 구성된 시점은 기원전 3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Frank 1990, 228-233).

신대륙으로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이주가 진행되면서 지구는 단일
사회체제의 모습을 갖추었다.3
19세기 이후 운송 능력의 변화는 지구화를 가속시켰다. 1820
년대 증기기관의 도입으로 인류가 안전하고 빠르게 해로를 통하
여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류의 활동을 가로막던 지
리적 거리의 제약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1492년 콜
럼버스가 70일에 걸쳐 횡단했던 대서양을, 1819년 Savannah호는
29일 만에 건널 수 있었다. 1838년 Great Western호는 15일 만에,
1881년 Servia호는 7일 만에 횡단하였다. 19세기 중엽 철도의 등
장은 바다 또는 강을 경유하지 않고 인류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계기였다. 철도의 등장으로 내륙 교통의 제약이 약화되었다. 마지
막으로 20세기 들어 민간 항공기의 도입은 인류의 지리적 활동 반
표 1. 해운 능력의 변화
범선

연도

증기선

총 해운량

영국

세계

영국

세계

영국

세계

1470

n.a.

320

0

0

n.a.

320

1570

51

730

0

0

51

730

1670

260

1,450

0

0

260

1,450

1780

1,000

3,950

0

0

1,000

3,950

1820

2,436

5,800

3

20

2,448

5,880

1850

3,397

11,400

168

800

4,069

14,600

1900

2,096

6,500

7,208

22,400

30,928

96,100

1913

843

4,200

11,273

41,700

45,935

171,000

출처: Maddison. 2006, 97.
단위: 1000톤

3

1600년부터 1950년까지 영국에서 브라질, 호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이
1,475만 명에 달했고, 1500년부터 187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신대륙에 끌
려온 흑인이 939만 명이다(Maddison 20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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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급속히 넓혔다. 1976년 콩코드 비행기가 2시간 52분 59초 만
에 대서양을 횡단함에 따라, 대서양 정도의 거리는 1일 생활권으로
바뀌었다.
19세기 이후 지구화는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World
Bank 2002, 23-29). 첫 시기는 1870년부터 1차 대전 직전까지로,

기술 측면에서 운송 능력의 급격한 증가, 국제관계 측면에서 자유
무역과 교역량 증가, 사회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특징으
로 한다. 영국이 금본위제도와 자유무역제도를 채택하고, 국제사
회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국제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교역량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가로막
는 정치적 장벽이 약화됨에 따라, 인류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
동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본격적인 지구화가 진행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진행된 지구화는 1차 대전을 거
치면서 장애를 만났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진행되어 지리적 제약
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는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인류의 활동을
주권국가의 영역 안에서 조직하려는 국가의 노력으로 인류의 활동
은 주권국가 안에서 촘촘하게 연결되었다. 반면, 국경을 가로지르
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대공황 발생 이
후 주권국가가 국제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넘기면서 자국의 이해만을 추구하였다. 이는 초국경 활동
과 이주를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국가의 의도적 개입으로 비국가
행위자의 초국경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2차 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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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한 초국경 경제활동의 통제가 대공황을 심화시켰고 블록
형성을 통한 문제해결이 결국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반성을 하
면서, 2차 대전 승전국은 국가주권과 초국경 경제활동을 양립시키
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국제관계에서는 국가 개입의 약화로 자
유무역을, 국내관계에서는 국가 개입으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는
조합이 정착되었다. 국제기구가 초국경 경제활동을 규율하게 되면
서, 인류의 초국경 활동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지구화는 1970년대 장애를 만났다. 이 시기
항공능력의 발전으로 지구화가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지
만, 국제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지구화의 추세가 주춤했다. 구체적
으로 국제 경제질서가 미국의 금태환포기선언과 석유파동을 겪으
면서 흐트러졌다. 국제거래의 안정성이 떨어져 1973년 외환시장
이 몇 개월 동안 멈출 정도였다. 또한, 중동 산유국이 정치적 목적
으로 석유를 국제정치의 자원으로 활용하자 세계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대공황의 악몽으로 인하여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회귀
하지는 않았지만, 인류의 경제활동은 제약을 받았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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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무역

대공황
1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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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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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rbieri and Keshk. 2012.
단위: 자연로그로 변환한 세계무역량

그림 1. 세계 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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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최소한 경제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초국경 활동을 보
장하게 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더욱이 냉전
이 종식되면서 신자유주의는 더욱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 외부위
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자 국가가 인위적으로 쌓았던 장벽도 약화
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유화는 지구
화를 급격히 추동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유화에 대한 반
성이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경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논의
되고 있지만, 자유화의 큰 추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화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진행되었었다. 먼저, 정치 단위
체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서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주권국가는
18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서유럽에서만 관찰되는 특수한 정치 단위
체였다. 주권 개념은 중세 신정질서가 붕괴된 후 절대왕정국가가
등장하는 시기 등장하였다. 17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주권국가는
다른 정치 단위체와 경쟁하는 개념이었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국
제사회의 표준이 되었다(김명섭 2004, 20-23; 박상섭 2004, 101-107).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실제 지켜낼 수 있는 능력, 국제사회의 인정, 주권국
가 간 평등,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 금지 등을 포함하는 주권개념
은 19세기까지는 여전히 대안적 국제질서와 경쟁을 해야만 했다
(Krasner 2004, 87-89). 19세기 주권국가는 유럽에서 정착되었고

미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 말 일부 아시아 국가가 주권국
가체제에 편입되었지만, 2차 대전 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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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권국가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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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주외교사절의 비율

부분에서는 주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
가가 대규모로 등장하면서 주권국가가 보편화되었다.
초국경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노력은 상주외교사
절 파견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초반 주권국가가 유럽에 존재하였
다고 하더라도 상주외교사절 파견은 강대국 사이에서만 일어났었
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주권국가는 23개국이었는데, 조합 가
능한 506쌍 가운데 196쌍에서만 상주외교사절 파견이 있었다. 신
생독립국가의 등장으로 상주외교사절 파견 비율이 떨어지긴 했지
만(ρ=-0.4665; p-value=0.003), 상주외교사절의 비율은 20%를 항
상 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수의 증가에 맞추어 상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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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의 파견도 증가한다는 뜻이다(ρ=0.9680; p-value=0.000). 냉
전 종식 후 체제경쟁이 끝나자 강대국들마저 제3세계에 대한 관심
을 줄이면서 상주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음에 따라 상주외교사절
단 파견 비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주외교사절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지구화는 인류의 자유로운 이
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무력충돌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지리적 장
벽을 넘을 수 없고 인류의 초국경 활동이 미미할 때, 초국경 갈등
의 위험은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인류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리적 장벽을 넘고 빈번하게 초국경 활동을 전개하면, 갈등의 소
지가 커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무력충돌의 위험을 높인다. <그림 4>
는 무력분쟁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인다. 특히 1960년
대 이후 무력갈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생독립국가
의 등장에 일부 기인하지만 지구화의 심화와 관련되어있다. 특히
지역을 달리하는 국가 간 갈등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구화의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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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측면을 보여준다.

2. 지역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초국경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역화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리적 장벽
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절대적 지리적 거리가 주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초국경 활동은 역내에 먼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역외 교역상대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 역내
무역량은 역외 무역량을 앞섰다(<그림 1>). 20세기 중엽 이후에 이
르러 역외 무역량이 역내 무역량을 앞서게 되었다. 무력분쟁에서
도 역내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역외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세기 이후 역내
분쟁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외 국가의 숫
자가 역내 국가의 숫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무력충
돌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경우의 수는 역외 국가에 훨씬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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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yer. 2006.

그림 5. 상주외교사절 파견의 차이: 역내 vs.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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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무력충돌은 역내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외교도 역내에 집중되고 있다. 역외 국가의 숫자가 역내 국가
의 숫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역내 국가에서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상주외교사절을 파견한다. 19세기부터 1차 세계대전까
지 상주외교사절을 역내 또는 역외로 파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지구화와 지역화를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1차 대전 종전 직후, 1950~1960년대 상주사절이 파견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는 양차 대전 직후 신생독립국가
에 상주외교사절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 직후 신
생독립국의 등장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상주외교사절
파견에 등락이 있었지만 역내 상주사절 파견과 역외 상주사절 파
견 사이에 있는 차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가들은 역내 초국
경 쟁점의 해결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화는 국제기구의 유형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기구는 잠재
적 회원의 측면에서 1) 모든 국가를 잠재적 회원으로 하는 보편적
국제기구, 2) 2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국가를 잠재적 회원으로 하
는 지역 간 국제기구, 3) 한 지역 안에 국가만을 잠재적 회원으로
하는 역내 국제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라인강자유항해를 위한 중
앙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the Navigation of the Rhine)가
1815년 처음 등장한 이후, 역내 국제기구는 유럽에서 서서히 증가
하였다. 1960년대 이후 신생독립국가가 유럽의 지역기구를 모방
하면서 역내 국제기구의 숫자는 보편적 국제기구의 숫자를 앞서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국처럼 복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
로 구성되는 지역 간 국제기구도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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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제기구의 유형

고있다. <그림 6>도 지구화와 지역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지구화/지역화의 도전
초국경 쟁점의 등장으로 기존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사회
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주권은 주권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
는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의미하는데, 초국경 쟁점의 등
장은 주권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배타적으로 통제하
지 못하게 되었다. 초국경 쟁점의 빈도와 강도가 약할 때 초국경
쟁점과 주권국가 사이 불편한 관계에서 주권국가가 초국경 쟁점
을 규율하였지만, 초국경 쟁점의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면서 주권
국가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예를 들어, 냉매로 사용되는 염화불소
(Chlorofluorocarbon)가 어느 지역에서 배출되든 상관없이 오존의

생성을 방해하여 오존층 파괴가 진행될 수 있고, 오존층 파괴의 피
해는 극지방에 위치한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염화불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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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국가에게는 오존층 파괴의 피해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
밖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권국가체제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치부
할 수 있다. 반면,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국가는 주권
국가체제 아래에서는 염화불소 배출국을 규제할 수 없다. 주권국
가체제와 초국경 쟁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초국경 쟁점의 등장으로 인류가 직면한 도전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초국경 쟁점을 규율하는 공통 표준의 제
정이다. 여러 주권국가가 관여된 초국경 쟁점을 규율하는 표준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표준이 복수로 경쟁할 때
특정 표준이 선택되면 다른 표준을 사용하던 국가는 심각한 구조
조정의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냉매로 염화불소를 금
지하는 비엔나 협약이 발표되면서 값싼 염화불소를 냉매로 사용하
던 많은 국가들은 대체 냉매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환
경이 무역장벽이 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국제사회의 표준 제정
은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국제사회의 화두이다. 국가
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기준이 국제사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
제사회를 압박한다. 특히 강대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자국의 기준을 국제사회로 투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약소
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기준이 국제사회의 표준이 되길 원한다. 따
라서 표준 제정은 국제사회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거대 통신
망의 표준을 둘러싼 갈등에서 나타듯이, 국제표준의 제정은 기술
적 우위만을 반영하지 않고 힘의 배분을 반영한다(Drazner 2004;
Krasn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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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공공재 창출이다. 국제공공재는 일단 창출되면 모
든 행위자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한 행위자의 소비가
다른 행위자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국제공
공재의 속성으로 인하여 합리적 국가행위자는 국제공공재의 창출
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국제공공재의 이익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의 유혹을 가진다(Olson 1965, 20-22). 특히, 개별 국가의 기여 정
도가 작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자국의 참여가 공공재 창출에 결정
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즉,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이기적 선택만
이 아니라 자국의 기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개별 국가들
은 공공재 창출에 소극적이다.
대표적 예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공공 노력을 들 수 있
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줄이면, 지구온난화 유발 물질
을 줄인 국가는 물론 지구온난화 문제와 무관심한 나라도 동일한
이익을 얻는다. 지구온난화 유발 물질을 줄인 국가가 지불해야 하
는 비용은 해당 국가만이 부담하는 반면, 지구온난화의 해결로부
터 얻는 이익은 모든 국가가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Schenck 2008, 320330).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이 집단행동의 논리에 전형적으로

부합된다. 도서 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
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해결에 적극적이지만, 이익의 분산으로
인하여 주요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가진다.
셋째, 국제공유재의 관리이다. 국제공유재는 소비자를 배제시
킬 수 없지만 한 행위자의 소비가 다른 행위자의 소비와 양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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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이 발전에 따라 인류의 활동반
경이 넓어지면서 주권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재생불가능한 재화
는 선점의 대상이었다.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각국은 자국 관
할권 밖에 있는 재화를 차지하려고 했다. 주권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재생가능한 재화도 무한 재화에서 공유재로 바뀌었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기반한 채취 능력이 재생속도를 앞서게 되면서 재
생가능한 재화도 사라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UNESCO 2000).

III 동아시아 역내 문제해결 방식의 특징
지구화와 지역화가 초래한 초국경 쟁점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외교제도, 패권, 거버넌스로 분류할 수 있다. 초국경 쟁점은 선사
시대부터 정치공동체 간 부정기적 사신 교환, 전투집단 간 사자 파
견 등 제한된 방식을 통하여 해결되거나 패권국의 개입에 의하여
해결되었지만, 근대 이후 정교한 외교제도가 발전하였다. 또한 현
대에 이르러서는 수평적 관계에서 비국가 행위자까지 참여하는 거
버넌스가 등장하였다. 이 절에는 세 가지 문제해결 방식을 간략히
검토한 후, 동아시아 역내 문제해결 방식의 특징을 기술한다.

1. 초국경 쟁점의 해결방식: 외교, 패권, 거버넌스
외교는 크게 정치공동체 간 의사소통의 과정, 좁게는 “독립국가의
정부 간 공적인 관계를 운용·경영하는 데 원용되는 지략과 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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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된다(Satow 1958, 1). 외교는 1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발
전한 국가 간 접촉양식에서 시작하여, 17세기 절대왕정기 서유럽
에서 보편적 관행이 되었다. 외교는 국가 간 활동을 규율하는 제도
로서 국가 간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 규칙, 그리고 관행을
포함하는 골격으로, 국가 간 교섭이 진행되는 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포괄적 원칙부터 세부행동규칙을 제공한다.
외교제도는 1차 대전을 분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1차 대
전 이전 외교제도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 했다. 첫째, 외교관의 활
동이 주재국의 관할권 밖에 있었다. 외교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
절인 동시에 필요한 경우 주재국의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기 때문
에 공인된 간첩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주재국은 외교관의 활
동을 가능한 제약하려고 한다. 또한, 외교관이 본국에서 멀리 떨어
져 있어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교관의 활동은 물론
신변의 안전까지 주재국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관의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 공관불가침의 관행 등이 마련되
었다. 둘째, 외교 사절은 파견국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인정을 받았
다. 1차 대전 전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외교관은 파견국 군주와 동격
으로 간주되었다. 전권대표는 파견국 군주의 절대적 위임을 받은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외교제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등장한 유럽협조체제를 통하
여 다자외교를 포함하게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강대
국은 회합을 하여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양자 관계를 규율하던 외교제도에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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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하였다. 다자외교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별, 공통 관심
사를 해결하기 위한 회합과 협약 체결 관행, 다자외교의 의전 등이
이 시기 마련되었다. 하지만, 1차 대전 이전까지 다자외교는 여전
히 예외적 현상이었고, 양자외교가 대세였다.
1차 대전 후 신외교제도는 개방성, 공적 심사와 통제, 다양한
의제와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정례적 다자외교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외교관이 군주의 대리인으로 여겨졌던 시기 외교는 왕가 간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1차 대전 이후 외교가 공개되어
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여, “국제연맹 가맹국이 연맹 가입
이후 체결한 모든 국제조약과 협정은 국제연맹 사무국에 등록되어
야 하며 사무국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한다”는 베르사유조약 18조
로 명문화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본국에서 외교관의 활
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외교에 대한 본국 의회의 통제 또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관
이 누렸던 자율성이 약화되었다. 셋째, 초국경 쟁점이 증가함에 따
라 외교가 다루어야할 의제가 확대되었다. 정치, 군사, 통상이 여
전히 중요한 의제지만, 환경, 인권, 문화 등 다양한 의제가 등장하
였다. 또한, 외교관이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지 못함
에 따라 행정부처 또는 민간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외교에 참여
하게 되었다. 각 행정부가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외교관과
함께 협업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넷째, 다자외교가 정례화되
었고 심지어 상설화되었다. 국가들은 복잡한 의전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외교를 정례적·상설적으로
진행했다. 다자외교를 정례화·상설화하는 모습은 연례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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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창설 등으로 나타났다.
패권은 압도적 국력에 기반하여 패권국이 국제질서와 규범
을 창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국이 일방적으
로 정치공동체 간 질서와 규범을 정하는 운영방식과 협상을 통하
여 초국경 쟁점을 해결하는 외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주권평
등의 원칙이 문서상으로도 정착되기 전, 패권과 제국이 초국경 쟁
점을 해결하는 과정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주권평등이 원칙이
명목상으로 보장된 현재에도 압도적 국력을 가진 국가는 국제사회
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한다. 패
권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패권의 역할은 여전히 유
효하다고 볼 수 있다.
패권국이 초국경 쟁점의 해결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유에 대하여 세 가지 설명이 병립적으로 존재한다. 첫째, 패권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국제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입장
이다(Olson 1965, 23-25). 패권국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패권
국의 참여 여부가 공공재 창출에 결정적이다. 또한, 패권국의 참여
로 인하여 공공재가 창출될 경우 패권국이 향유하는 효용이 패권
국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패권국은 자발적으로 공공재 창
출에 나서게 된다. 둘째, 패권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국제질서와 규범을 만들고 이를 현실화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Lake 1988, 24-29, 40-44). 패권국이 초국경 쟁점의 사안마다 영향

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투영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기 때문
에, 패권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질서와 규범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게 된다. 셋째, 패권국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초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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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관여한다는 입장이다. 패권국이 국제질서 형성을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패권국의 관행이 국제질서로 자연스럽게 귀결
될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해운관행,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항
공관행은 양국이 해운과 항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하여 자연
스럽게 국제표준이 되었다.
거버넌스는 ‘개별 행위자와 공적·사적 기관들이 공통문제를
관리하는 여러 방식의 총합’으로 정의되는데, 두 가지 속성을 가
진다. 첫째, 거버넌스는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신들
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비정부 기제와 공식적 정부
의 제도를 포함한다(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5, 2;
Rosenau 1992, 4). 거버넌스는 다양하고 상충적인 이해를 조정하

기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공식적 준거와 비공식적 준거로 구성되어 있
다. 둘째, 거버넌스는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의 주체로서 특정 행위자를 한정할 필요도 없고 특정 문제해결 방
식을 한정지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거버넌스는 문제해결의 과
정이다. 거버넌스는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정부의 활동, 통치, 지배
등과 유사하지만, 행위자 간 수평적 관계와 협업 등을 포함한다.
거버넌스는 외교와 패권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과 두 가지 점
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거버넌스에서는 여러 형태의 비국가
행위자와 국가가 동시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비국
가 행위자들의 참여 정도가 높다. 둘째, 거버넌스에서는 사회규범,
비국가 행위자 간 합의 혹은 관행도 문제해결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 거버넌스에서는 여러 유형의 행위자 간 협의, 토론 등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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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형태의 상호작용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동아시아 역내 힘의 분포
동아시아는 자연적 경계로 획정된 공간단위로서, 동서로는 말레이
반도부터 태평양 일부 도서까지 남북으로는 몽골부터 적도 부근의
도서까지를 포함한다. 이 지역은 산맥과 해양 등의 자연적 경계로
극동 지역과 인도차이나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역은 원래 중국의
전통질서 안에서 한 권역으로 이해되었지만, 서양 열강은 동아시
아를 둘로 분절된 지역으로 이해하였다. 동아시아 정치 단위체들
이 서양 열국의 영향권 아래 편입되면서 단일한 지역적 개념은 사
라졌다. 20세기 중엽 일본이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으로 대동아공
영권을 내세우면서 동아시아가 단일지역으로 인지되기 시작했으
나, 일본의 패배 이후 인지적 산물로서 “동아시아”는 부정적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4
동아시아 지역 내 힘의 분포는 유럽과 아랍에 비해서는 불균
등하지만, 미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균등하다. 즉, 미주와 서남
아시아의 경우 특정 국가가 역내 영향력 자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역내 패권국의 존재 상황에 근접한다면, 유럽과 아랍의
경우 지역 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한다. 역내
‘극’(pole)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극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5

4

특히 중국에서는 여전히 “동아시아”를 2차 대전 중 일본의 침략과 연결시키는 어

5

역내 ‘극’은 역내 최강국이 가진 물리력 기반의 50% 이상을 가진 국가를 지칭한

감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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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권역별 물리적 영향력의 집중도6

물리력의 분포로만 보면, 미주와 서남아시아가 단극체제에 근접하
며, 아랍과 유럽은 다극체제에 근접하며, 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가운데 지점에 위치한다.6
동아시아가 단극체제와 다극체제 중간에 위치한다는 지표는
동아시아 역내 문제해결 방식으로 지역패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역내 최강국이지만, 중국의 국력은 역내 다른 국
가를 압도하지 못했다. 중국 바로 뒤에는 일본이 항상 존재하며,
일본의 국력은 중국의 국력에 비하여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
다. 냉전기 양국이 역내 양극체제에서 주요한 행위자였고, 냉전 종
식 후에도 양국이 국력지표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
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갈등관계로 인하여 조화로운 지
역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간 숙적관계는 1873년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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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chweller 1998, 46).
역내 물리적 영향력의 집중도는 Correlates of War Project의 척도를 따른다
(Singer 외 1972, 27).

시작하여 외형적으로 보면 1958년 끝난 듯 보이지만, 양국은 내면
적으로 서로를 적수로 보고 있는 듯하다(Thompson 2001, 571).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숙적관계가 존재한다. 한국은 2차 대
전 이후 역내 강국인 중국과 일본과 동시에 숙적관계를 가지며, 북
한과 대결전을 벌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관계도 험악하
다. 남북베트남 간 숙적관계(1954~1975년), 태국과 베트남 간 숙
적관계(1954~현재), 라오스와 태국 간 숙적관계(1960~현재), 인도
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숙적관계(1962~1966년), 중국과 베트남
간 숙적관계(1973~현재), 중국과 태국 간 숙적관계(1949~현재),
버마와 태국 간 숙적관계(1816~1826년)가 있다(Thompson 2001,
571-573). 숙적관계에 놓은 국가들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을 드러낼 위험성이 높다.

3. 역내 문제해결 기제로써 외교와 국제기구
역내 초국경 쟁점의 등장은 역내 외교관계와 지역기구 창설로 이
어진다. 가장 촘촘하게 초국경 활동이 발생했던 유럽의 경우 역내
상주외교사절의 비율이 이미 1950년 당시 80%에 육박했다. 구소
련의 해체 이후 대규모 신생독립국가가 유럽에서 등장하면서 역내
상주외교사절의 비율이 떨어졌지만, 유럽 국가 간 상주외교사절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예상과 다르게 아랍 국가 간 상주외교
사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이슬람 형제애에 기반한
문화적 유산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7 미주 국가 간 상주외교사절
이 비율은 1960년대 최고점을 보인 후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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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0년대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한 미국의 활동이 역내 결
속을 가져왔지만 이후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인하여 미주 국가 사
이에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듯 보인다. 아
프리카는 국가 능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역내 국가 간 상주외교사
절을 파견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 상주외교
사절이 교환되는 정도와 아프리카 국가와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
사이에 상주외교사절이 교환되는 정도가 비슷하다. 7
동아시아 국가 간 상주외교사절의 비중은 2차 대전 이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냉전으
로 공산권과 자유진영 내 외교는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진영을 가로지르는 외교는 1972년 9월 29일 중·일 국교정상화 공
동선언이 나오면서 겨우 시작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동아시아
국가 간 상주외교사절 파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동아시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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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yer. 2006.

그림 8. 권역별 상주외교사절의 비율

7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이슬람의 집’ 안에 거하는 정치 단위체는 형제 지위를 가지
며 상호교류를 할 수 있다. 반면 ‘이슬람의 집’ 밖에 거하는 정치 단위체와는 적대
적 관계를 가진다(Adiong 2013,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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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권역별 지역기구의 숫자

는 아랍 세계에서 이어 두 번째 촘촘한 외교망을 가지게 되었다. <
그림 8>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양자외교관계를 활용하여 역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지역기구의 숫자 측면에서도 권역 간 차이가 드러난다. 유럽
과 미주대륙에서는 지역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역내 초국경 활동
의 강도와 빈도에서 가장 앞선 권역이기 때문에 역내 일반적 이해
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기구와 특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역내 기
구가 균형을 갖추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8 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9가 역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적 기구라면, 노르딕 세금연구회의
(Nordic Council for Tax Research)10 와 플라타(Plata)강 유역 국
8

미주기구는 미주 국가 간 “평화와 정의를 이루고, 역내 국가 간 연대를 도모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국가의 주권, 영토불가침,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창

9

설된 지역기구다. 미주 35개국이 회원국이며, 포괄적 의제에 관여한다.
유럽평의회는 경제 및 사회발전 촉진과 상호협력을 통한 유럽의 점진적 통합을
목표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서유럽 10개국이 만든 국제기구에서 출발하였다.

10

현재 유럽내 46개국이 회원국이며, 포괄적 의제에 관여한다.
이 국제기구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역내 공동세금과 역외 공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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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River Plate Basin
Countries)11는 특정 세부 쟁점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기구이다. 또

한, 두 권역에서는 발트해 연안, 스칸디나비아 반도, 카리브해, 안
데스 권역 등 소지역협력을 위한 지역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기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 간 초국경 인간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
카에 지역기구가 많이 존재한다. 아프리카에서 국경선이 사람과
동물의 생활권을 반영하기보다는 제국주의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국경 쟁점이 유럽, 미주와는 판이하다. 아프
리카에서 초국경 쟁점은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메뚜기와 같은 유
해 동물의 초국경 활동과 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동아프리카 사막메뚜
기 통제기구(Desert Locust Control Organization for East Africa)와
같은 지역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둘째, 원자재 수출국 간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열대목재, 커피, 설탕, 땅콩
등 아프리카 국가의 주요 수출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역내 기
구가 수출국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셋째, 식민유산에 따라 지역
기구가 군집성을 가진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는 자체로 또
는 프랑스와 관련된 소지역기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다른 권역 내 지역기구를 모방한 흔적이 보이나, 실제 작동하지는
세를 논의하기 위하여 1973년 만들어졌다. 2002년 아이슬란드가 가입하여 현재
11

5개국이 회원이다.
플라타강 유역은 플라타강으로 유입되는 지류가 퍼져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지역(4,144,000km2)을 의미하는데, 플라타강
유역 국가위원회는 수로 이용, 수력 발전, 관개 시설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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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지역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모방했지만, 실제 작동하

지 않는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균질성이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된 지역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
다. 결과적으로 단명하는 지역기구가 다수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랍 세계에서 지역기구는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종교적 단
일성과 식민 경험에 기반하여 1945년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이 만들어졌지만, 역내 지역기구의 성장은 매우 느렸다.

역내 두 번째 지역기구인 아랍우편연합(Arab Postal Union/Arab
Permanent Postal Commission)이 1952년에 만들어지고, 세 번째

지역기구인 아랍노동기구(Arab Labour Organization)가 1965년에
만들어졌다. 반면, 1960년대 후반 범아랍민족주의의 등장은 역내
국가 간 협력의 지형을 바꾸었다. 역내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
한 소지역협력기구와 석유자원을 통제하려는 지역기구 창설이 급
증했다. 1970년대에만 11개 지역기구가 창설되었다. 1980년대 초
반 이란-이라크 전쟁, 산유국 간 협력 상실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아
랍의 지역기구는 동력을 잃었다. 1990년대 이후 아랍 세계에서는
새로운 지역기구가 한 개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역내 지역
기구가 3개 사라졌다.12 아랍 세계는 단일 권역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12

활동을 중지한 국제기구는 아랍 산업발전과 광산 기구(A rab Industrial
Development and Mining Organization, 2000년 활동 중지), 마그레브 중앙보
상사무소(Central Compensation Office of the Maghreb, 2000년 활동 중지),
아랍 지하자원기구(Arab Organization for Mineral Resources, 1991년 작동 중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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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지역기구 측면에서 가장 후발주자이다. 역내 최초
지역기구는 아세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로
1961년 출범하였다.13 이 기구의 출범은 지역 전체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지역 내 냉전 구조에서13기인한다.14 지역주
의 열풍이 불었던 1960~1970년대 아시아에서는 원자재 수출 통
제를 위한 지역기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 한국이 주도했던
‘아태 이사회’(Asian and Pacific Council, ASPAC)은 데땅트의 국면
에서 미국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소멸되었다(이상현 2011, 207-211;
조양현 2008, 266). 1980년대까지 아시아 국가 간 우편과 금융거래

를 위한 지역기구가 일부 탄생했다. 냉전 후 또 두 번째 지역주의
열풍이 불었을 때도,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작은 움직임
이 있었을 뿐이었다.15 2010년 한・일・중 3국 협력사무소(Trilateral
13

동아시아에서 최초 지역기구로 동남아 기술협력 위원회(Council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South and Southeast Asia, Colombo Plan)를 꼽을 수도 있지
만, 이 국제기구는 사실상 지역기구라기보다는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신생독립국
간 협력체로 시작되었다. 최초 회원국은 호주, 영국, 캐나다, 스리랑카, 인도, 뉴질
랜드, 파키스탄이었다. 이 국제기구는 사실상 경제성장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지만(Fisher 1971, 301), 외형상 생활수준 향상을 목
표로 내세웠다. 최초 설립 후 미국, 캐나다, 피지가 역외 국가로 참여했고, 캐나다
(1950~1992년)와 영국(1950~1991년)이 탈퇴하였고, 다수 아시아 국가가 참여
하였다.

14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라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 권역 내 자유국가들은 기술증가를 도모할 지역기구 출범을 모색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남아시아에서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이 참여하였다. 아세아생산성기구
출범 초기에 미국, 영국, 서독이 참관국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이
기구는 냉전질서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5

터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1993년 터키 문화와 예술을 위한 합동 행정( Joint
Administration of the Turkic Culture and Arts)을 결성하였고, 구(舊)소련에
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1994년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Central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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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Secretariat)가 만들어질 때까지 13년 동안 아시아는

지역기구 무풍지대였다.
권역별 상주외교사절과 지역기구의 숫자를 비교하면, 몇 가지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유럽과 미주는 양자외교와 지역기구를 통
하여 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두 권역에서 초국경 활동이 빈
번하게 진행됨에 따라 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양자
외교와 지역기구가 정착되었다. 둘째, 아프리카는 양자외교보다는
지역기구를 통한 역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간 상주외교사절 파견의 비중이 권역 가운데 가장 낮지만, 가장 많
은 지역기구를 가지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와 아랍은 지역기구보
다는 양자외교를 통하여 초국경 쟁점의 해결을 모색한다. 두 지역
에서 지역기구가 발전되지 않았지만, 두 지역은 매우 촘촘한 외교
망을 가지고 있다.

4. 맹아 상태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현재 동아시아 국가만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협력체로 한・일・중
3국 협력사무소(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만이 존재한다.
이 지역기구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하
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지역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구상되었지만16
Economic Community), 1997년 아랄해 보전을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을 결성하였다.
16

이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1999년 “아세안+3”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동아시아 3개국은 처음으로 삼국 정상
회담을 가졌다. 동아시아 3개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세안 정상회담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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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기구는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
에 있는 국가 가운데 북한과 몽골을 포함하지 못하여 포괄적 역내
협력체로서 한계를 가진다. 이 기구가 포괄적 의제를 감당해야 하
는 제도적 외형을 갖추었지만, 동아시아 역내 국가와 연결되어 있
지 못하다. 둘째, 삼국 사이에 존재하는 숙적관계로 인하여, 이 기
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2013년 이후 삼국정상회담이 열리지 않
고 있으며, 삼국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중심은 여전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이다. 1965년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가 만들어지고 1967년 동남아

시아국가연합이 출범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간 교육 협력과 일
반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역내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동남
아시아국가연합은 1980년대 말까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지만,
1990년대 중반 동아시아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었다. 1994년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이 아시아-태평양 권역에
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하고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도모하기 위
하여” 형성되었다. 아세안지역포럼에는 아세안 국가, 호주, 방글라
데시,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북한, 한국, 몽골, 뉴질
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동티모르, 미국, 스리랑카
등 총 27개국이 참여한다.17 아세안지역포럼은 동아시아 권역에서

도로 연례 삼국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역내 협력을 모색하였다. 2010년 제3차 동아
시아 삼국 정상회담에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창설이 합의되었다.
17

아세안지역포럼은 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세안의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는 아세안지역포럼의 의제에서 항상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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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포괄적 안보 협의체이다.18
아세안은 동아시아 역내 또는 지역 간 협의체의 핵심이다. 아
세안은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의 의사진행에서 단일 행위자

처럼 활동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999년 출범한 동
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표 2.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이름

지역 구분 회원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동아시아

ASEAN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
아)

역외

없음18

아세안 확대장관회의
(AMM/PMC)

동아시아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역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

아세안 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역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
파푸아 뉴기니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역외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
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나마, 파라과
이, 페루, 우루과이, 쿠바,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
라과, 과테말라

동아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
나이,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역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파푸아 뉴기니,
멕시코, 칠레, 페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동아시아

ASEAN 10개국+3(한국, 중국, 일본)

역외

유럽 25개국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

역내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
력체(APEC)

18

동티모르(2002~현재)와 파푸아뉴기니(1976~현재)가 참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동티모르는 2011년 3월 4일 ASEAN 정회원으로 신청했지만, 여전히 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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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에서도 소지역주의 대표로 활동한다. 1996년 출범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에서도 아세안은 유럽
연합과 함께 권역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세안이 역내 지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세안의 국력
지표와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다. 2007년 아시아
권역의 군사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 일본이 차지하
는 비중이 19.8%,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9%일 정도로 동북
아시아에 국력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아세안 국가의 국력 합이 한
국의 국력을 앞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역내 지역
정치에서 핵심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국가 간 숙적관
계 때문이다. 숙적관계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3국 사이에 협력이 미
약하기 때문에, 아세안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 사
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
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V 잠정적 결론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작동 원리가 초국경 쟁점의 등장
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초국경 활동이
증가하지만, 주권국가의 독립성과 배타성으로 인하여, 초국경 쟁
점의 해결 주체를 둘러싼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인류는 초국경·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 몇 가지 방
식을 발전시켰다. 이런 문제해결 방식은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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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초국경 쟁점의 지리적 범위가 지구 전체
를 포함하기 보다는 지역 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외교, 역내 패권, 역내 거버넌스 등이 먼저 시도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동아시아 역내 문제해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는 지역기구가 존재
하지 않는다. 유럽평의회, 미주기구, 아랍연맹, 아프리카연합 등 4
개 권역에서는 포괄적 지역기구가 존재하는 반면, 유독 아시아에
서는 포괄적 지역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동아시아에서도
대만을 포함한 지역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역내 문제를 지
역기구를 통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보편적 국제기구 및 외교 제도를
통하거나 역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
다. 동아시아 국가 간 외교망은 상대적으로 촘촘한 반면, 지역기구
는 매우 적다. 동아시아에서는 역내로 모이는 구심력보다는 역외
로 향하는 원심력이 강해 보인다. 셋째, 역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지역 강대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 문
제해결능력을 갖춘 국가로 중국, 일본, 한국을 꼽을 수 있는데, 3국
사이 숙적관계로 인하여 동아시아 3국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 한・일・중 3국 협력사무소가 2010년부터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듯 보이지만, 3국 간 이해갈등으로 3국이 역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또는 외부 행위자에 비하여 영향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에서 동아시아의 후진성은 두 가지 원인으로 요
약될 수 있다. 첫째, 역내에 존재하는 숙적관계이다. 동북아시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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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 숙적관계, 분단국가 간 숙적관계, 중국과 인도 간 숙적관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숙적관계, 동남아시아 국가 간 숙적관계 등 주
요국이 모두 숙적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 둘째, 역내 정체
성을 공유하지 못한다. 불행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에서 동아시아는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기보다는 서로 분화되는 양
상을 보인다. 냉전 종식이 역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였지
만, 뒤이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으로 인하여 역내 정체성의 분화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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