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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
다. 이 글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체들의 제도적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아세안이 주장하는
그들의 리더쉽(leadership)을 검토한다. 국제
정치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론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해당 제
도가 국가의 전략과 행동을 바꾸거나 이익을
재구성하는 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
을 끼쳤는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현실주의 및 영국학파, 합리적 제도주의,
구성주의, 국내정치 이론 등, 국제정치를 설명
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제
도의 기능과 관련하여 아세안의 리더쉽이 동
아시아 다자협력체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 평가한다. 요약하면, 아세안 리더쉽은 동아
시아 ‘질서’ 유지라는 목표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지만, 회원국들의 전략이나 행동 변
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또한 자유주의 또는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주
장과 달리, 회원국의 사회화를 통해 국익이나
선호를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아세안 리더
쉽은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국제환경이 질서 유지라는 목표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1990년대-2000년대와 달라지고
있으며 상기 협력체의 제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부 비아세안 세력이 아세안에 거는 기
대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세
안 리더쉽의 정당성은 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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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50주년을 맞이했다.
1967년 창립 이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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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보다 적극적인 제도화를
추진하며 역내 다자주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아세안의 발전과 관련하여 분석
과 설명이 요구되는 주제는 분야별, 학문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다자제도의 진화와 쇠퇴는 2000년대 이후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동 논의를 이끈 많은 아세안 문헌들은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우선, 중소국 연합체로서 아세안이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된 이상현
상(anomaly)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
아세안이 아세안 플러스 원(ASEAN Plus One), 아세안 플러스 쓰리(ASEAN Plus
Three, 이하 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하 EAS), 아세안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이하 ARF) 등 다자협력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
하는 방식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아세안이 본격적으로 대외
주요 국가들을 동 다자협력틀로 이끌기 시작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사안 또는 주제와 관련 아세안의 리더쉽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은 세 번째 주제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동아시
아 다자 협력틀 내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글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문헌들은 특정 이론틀을 사용하여 아세안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대항 이론
들보다 나은 가설을 증명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이슈별로 논의를 분리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 까닭에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평가하려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제도화 과정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검토하는 시도를 통해 이와 같은
공백을 채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의 분석 범위는 APT, EAS, ARF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내 아세안의 리더쉽(leadership)으로 제한한다. 이 글에
서는 아세안 ‘리더쉽’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강대국들의 지정학, 지경학적 리더쉽
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정부적 국제시스템에서 질서와 구조를 만들고
지역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력, 경제력 및 정치적 의지를
리더쉽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이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 이 글은 아세안 리더쉽을 제한적인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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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하는 기존 논의를 따라 리더쉽 개념을 사용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아세안이 단지 동아시아 역내 주요
정부간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자협력체의 내용 및
형식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리더쉽에 주목한다. 스텁스(Stubbs 2014) 및
카발로-안토니(Caballero-Anthony 2014)는 아세안이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지역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며 협력내용이 협의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아세안 리더쉽을 정의한다. 하마나카(Hamanaka 2014)의 경우,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일국 또는 일군의 회원국이 해당 제도의 회원자격
을 통제하는 권리와 협력 아젠다를 설정하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으
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 역시 상기 권리를 누가 쥐고 있는가를
해당 협력체 리더쉽의 지표로 파악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후쿠나가
(Fukunaga 2014) 역시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등 동아시아 주요
경제협력틀 내 중심성(centrality)을 주장하며 협력의 내용과 방식을 모두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리더쉽을 설명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아세
안이 역내외 정치적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주요 다자주의의 틀과 우선순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역내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변화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동아시아의 다자 외교의 형식과 내용을 이끌어가는 리더쉽을 확보하는 것을 대외관
계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왔다. 그런 까닭에 아세안의 리더쉽은 물리적 역량의 측면
이 아니라 제도의 규범과 규칙을 형성하는 연성적 역량에 집중해왔다. 이처럼 리더
쉽을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 내용
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검토할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아세안의 리더쉽에
대한 기존논의를 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동아시아 다자협
력체들이 제도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동 제도들의 역할과
기능에 아세안의 리더쉽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룬다.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해당 제도가 국가의
전략과 행동을 바꾸거나 이익을 재구성하는 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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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한 것이다(Johnston 2001). 각 이론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제도의
기능은 다르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네 가지 이론적 측면에서 제도의
기능을 살핀다. 첫째는 현실주의와 영국학파가 주목하는 지점으로 질서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둘째는 합리적 제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로는 구성주의자들이 제도의 기여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사회화 기능, 네
번째로는 국내정치를 중시하는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내정치와 제도
의 상관관계이다. 상기 논의에 이어지는 장에서는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가능하게 했던 아세안 리더쉽의 특징이 여타 기능에 제약을 가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딜레마를 논의한다. 특히 질서 유지라는 목표
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1990년대-2000년대와 비교했을 때 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상기 협력체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아세안 회원
국들이 아세안에 거는 기대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세안 리더쉽의
정당성은 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Ⅱ. 동아시아 다자협력제도의 기능과 아세안 리더쉽
이 장에서는 국제제도가 참여국간 협력에 끼치는 영향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이론들이 제시하는 제도의 네 가지 주요 기능을 논의하고, 아세안의 리더쉽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다. 첫 번째로, 국제정치 현실주
의와 영국학파에서 주목하는 국제 제도와 질서와의 관계를 지표로 역내 다자협력체
를 이끄는 아세안의 리더쉽을 평가한다. 두 번째로, 합리적 제도주의가 주목하는
제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지표로 논의한다. 세 번째로는 구성주의자들이 주목하는
제도의 사회화 기능을 살펴본다. 네 번째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결고리를
중시하는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내정치와 제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
고 이를 지표로 아세안의 리더쉽을 논의한다.

1. 아세안 리더쉽과 역내 질서
국제제도가 참여국간 협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
해당 제도가 국제질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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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경우, 국제 ‘질서(order)’는 안정 또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일컫는다.
헤들리 불(Hedley Bull)에 따르면, 국제 질서는 국가간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 즉 국가 중심 시스템을 수호하고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ull 1999, 8, 16-19).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질서를 유지, 안정시키는 목적에 특정 제도가 얼마나 일조할 수 있는가를
해당 제도의 정당성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 삼는다(Ikenberry 2001; Lake 2009).
제도주의자들은 국제 시스템의 무정부적 불확실성을 다루고 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에서 국제 제도의 기원을 찾는다. 현실주의자들은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강대국간 양극 또는 다극 질서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거
나 단극 질서의 경우 패권국이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설립하기
위해 제도가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한다. 세력 균형책, 외교, 국제법,
전쟁, 외교 등을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제도(institution)로 규정한
영국학파(English School)의 경우 ‘질서’ 개념을 이론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면서, 무엇보다도 제도와 규칙은 궁극적으로 질서를 공급,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며 그 다양성은 질서를 획득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Bull 1999;
Narine 2006).
이런 측면에서 국제 ‘질서’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은 아세안이 이끄는 다자협력체
를 다루는 문헌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아세안을 연구하
는 주요 학자들은 이론적 관점의 차이와 상관없이 냉전 후 동아시아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하고, 아세안의 외교 방식 및 규범이 냉전 후 역내
질서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구성주
의자들은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규범과 제도화가 냉전 후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동아시아 다자질서의
기반을 마련했음을 강조한다(Acharya 1997; Jetly 2003; Acharya and Tan 2006).
에블린 고(Evelyn Goh 2007/2008, 2011)는 영국학파의 관점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정책이 동아시아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동 질서에 부담 없이
편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하며, 아세안이 냉전 후 역내 불확실
성을 줄인다는 공동의 목표에 제한적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신현실주의적 담론에서는 중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가질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은 미-중, 중-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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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산물이고 대안이 부재한 상황의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Jones and Smith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적 경향을 가진 여러 다른
분석들을 살펴보면, 아세안이 외교력(diplomatic leverage)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주권과 세력균형 원칙을 중시하는 ‘아세안 방식’이 작용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방식’이 역내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Leifer 1989; Kivimaki 2011, 2012). 그 중에
서도 에머스(Emmers 2001), 헤(He 2008), 룰란드(Rüland 2011)와 같은 일군의
학자들은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아세안을 강조하면서 세력균형의 목표를 위해 아세
안이 어떻게 국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영국학파
를 따르는 일련의 학자들은 아세안이 역내 질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입장으
로부터 거리를 두는 대신, 주권 중심, 비간섭주의, 비적대적인 관계 맺기, 느슨한
법적 구속력 등을 주요하게 여기는 아세안의 외교 방식은 역내 ‘질서’를 목표로
기존 국가들이 취하는 제도적 입장 및 실천 양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다(Narine 2006, 212-213; Antolik 1990; Goh 2007/8).

2. 아세안 리더쉽과 제도의 문제관리 능력
국제 제도가 국가 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으로 제도의 문제 관리
능력을 들 수 있다. 합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 간 제도는 무정부적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에서 파생되는 타국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cheating concerns)을
완화해줄 수 있다. 적절히 설계된 국제 제도는 필요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투명하
게 제공하고, 협력에 필요한 거래 비용을 낮추어 협력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상생이
가능한 협력틀과 규칙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인
국가에게 국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은 유익할 수 있다(Keohane
and Martin 1995). 만약 기존의 제도가 상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동 제도는 쇠퇴하거나, 보강되거나, 새로운 협력틀로 대체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자 협력제도는 세 개 이상의 국가들 간 행동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여타 국제기구
들과 불가분의 목표를 공유하며, 장기적으로 협력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총계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Rug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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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상기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다자협력틀을 주도, 관리하고 있는 아세안에게도
위와 같은 제도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국간 협력의 규칙을 마련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적절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합의 위반에 따른 분쟁해결 장치를 두어 참가국들
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제도 내 협력과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문헌들은 아세안이 주창하는 여러 원칙 중에서도 소위 ‘아세안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협력 양태가 위와 같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기능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적지 않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룰란드(Rüland 2011)는 아세안이 건설한 제도의 특징이 다자 효용성
(multilateral utility)을 추구하기 보다는, 글로벌 거버넌스 수준의 주요 규범규칙이
자신들의 국가 경영방식에 원치 않은 제약을 가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관리
하기 위한 정부 엘리트들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린(Narine 1997)
은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세안의 제도적 특징과 ‘아세안 방식’의
협력과정 때문이라기보다 아세안이 처했던 열악한 국제환경 때문이었다고 주장하
면서, 2000년대 이후 한･중･일, 미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공동의 분쟁
관리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ARF와 같은 제도가 분쟁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
다. 마찬가지로 필자(Bae 2016)는 다른 논문에서 ARF의 제도적 효용성을 평가하면
서 아세안 주도로 형성된 느슨한 합의 중심의 절차적 원칙, 포괄적 멤버쉽, 분절된
(fragmented) 의사결정방식 등이 ARF의 효용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가왈
과 토우(Aggarwal and Tow 2010)의 글은 아세안이 합의내용 이행을 감독,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아세안이 비간섭, 합의와 같은 규범을 포기
하지 않는 한 연무, 무역 등과 같은 사회, 경제 이슈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여도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아차리
아(Acharya 2001) 역시 ‘아세안 방식’이 21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를 다룰
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아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군의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리더쉽이 제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아세안측이 동 기능의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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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추구하거나 명시적인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기능만을
아세안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Acharya 1997,
333; Ba 2011). 그러나 실제로 동 협의체에서 매년 결정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세안 엘리트들은 이미 합리적 제도주의자들이 주목하는 상기 기능을 자신들이
이끄는 ARF, APT, EAS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하크(Haacke 2009)의
지적처럼, ARF 회원국들은 세력균형 변화에 따른 재보장(reassurance)이 핵심 사안
이었던 1990년대와 달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개발, 이행하는
협력체로 진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내용’에 대한 여타 참가국의 기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
기도 한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환경, 경제협력, 테러리즘 등 역내 초국가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아세안이 이끄는 다자 협력틀이 목표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단지 외부 학자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아세안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practitioners) 수준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
한 수요에 발맞추어 ARF도 재난 관리나 해양 안보, 대테러리즘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세미나, 정부 실무관리들 사이의
협의체, 데스크탑 훈련 등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합의하고 있다(Haacke
2009). APT는 보다 명시적으로 실질적인 경제개발, 사회 이슈를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 회원국들은 이미 APT 행동계획(APT
Work Plan)을 통해 동아시아 비전통 안보, 정보기술, 투자,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서 13개 회원국의 협력 의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 정상
간의 느슨한 포럼 형식으로 간주되는 EAS에서조차 재무, 교육, 에너지, 재난, 전염
병, 연계성 등 6개 분야를 우선 협력분야로 선정하고 정상들 간의 합의를 후속조치
로 옮기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이다. 요약하면, 아세안이 이끄는 협력체의 문제
관리 및 해결 기능은 비아세안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이미 의장 성명과 행동 계획을 통해 실천의 의지가 표명된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동 합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는
아세안이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 요구되는 리더쉽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효하다. 게다가 아세안이 동아시아 협력구도 내에서의 중심성을 유지,
강화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비아세안 참여국들의 수요를 수용하고 해결해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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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지와 역량은 장기적으로 아세안의 리더쉽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3. 아세안 리더쉽과 사회화 기능
세 번째로, 국제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이론가들은 국제제도 내 사회화(socialization)
가능성을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제도의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한다. 합리주의적 인식
론에서 출발한 현실주의, 제도주의와 달리 구성주의론은 국제구조의 무정부성, 국
가 이익의 내용 및 특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정체성, 규범 등에
의해 형성되고 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류 이론에서 간과되어
왔던 국제 제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 제도는 회원
국들이 제도에 참여하기 이전에 형성된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협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원국들이 교류를 통해 설득, 논쟁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때에 따라서는 국익을 재편할 수도 있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Ikenberry
and Kupchan 1990; Johnston 2001). 규칙적이고 장기적인 교류는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참여국간 관계 정체성(relational identity)이
바뀌면 결국 질서의 성격도 변할 수 있다(Alaggapa 2003, 65).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제도의 ‘사회화’ 기능은 국가 간 관계에서 중요하다 (Ikenberry and Kupchan
1990, 285-286).
사회화 지표는 아세안이 이끄는 동아시아 다자협력틀에 대한 평가에서도 활용되
어왔다. 특히 이들 제도가 사회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제도의 작동 규범인 아세안 중심성이 사회화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구성주의적 시각을 띄고 있다. 아무래도 기존 현실주의 및
제도주의적 시각이 국제제도의 사회화 기능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탓에
동 기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아직 부족하다. 게다가 구성주의자들은 냉전 후
다자협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세안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 의존적인 양자
외교관계가 주축이 되었던 동아시아 내에서 이미 다자협력 경험을 20년 이상 축적
해온 아세안의 노하우와 협력규범이 동아시아 제도 협력틀을 형성하고 중국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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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질서 편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Acharya 1997; Ba 2006, Severino 2006).
이튼과 스텁스(Eaton and Stubbs 2006)는 아세안이 그들만의 독특한 외교 방식으
로 제도적 틀 안에서 주변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제약할 수 있는 능력
(competence power)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방식’을
통한 다자외교가 아세안 엘리트간의 지역 정체성을 만들었듯이, ‘아세안 방식’을
따르는 동아시아 협력틀 역시 장기적으로 지역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함의를 제공하기도 했다(Acharya 1997; Busse 1999).
그러나 동아시아 협력틀의 사회화 기능, 특히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규범 및
규칙이 사회화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우선, 대부분의
긍정적인 평가들은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아세안이 경쟁관계에 있던 주변국들을
다자 협력틀에 끌어들여 아세안 규범을 따르도록 제약하고 제도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 평가의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주요국간 깊어지고 있는 갈등 관리에 해당 제도의 역할이 미진해지
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중･일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틀이 형성되면서, 당시 확대 지역협력
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Stubbs 2002). 그러나 APT, EAS, ARF 등
아세안이 이끄는 협력체가 주변 참여국들 사이의 관계 회복에 기여했다거나, 해당
국 정부 엘리트들이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아세안
방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미약하다(Bae 2016). 더군다나 사회화
기능은 참여자의 인식, 규범 체계 및 동질감의 변화 등으로 판단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요구되기에, 아세안이 이끄는 다자협력체 내 사회화 메커
니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협력체 형성시기 초반보다는 그 이후의 현상들
을 관찰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200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동
다자협력체 내부에서 어떻게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지(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미시적 과정을 다루는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동 협력체들이 실제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 아세안 리더쉽은 동아시아
주요국들 간의 관계도모에 기여하기보다 아세안과 일국간 양자 관계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고 있다. 특히나 한중일 삼국은 지난 20년간 여타 비아세안
회원국들보다 더 제도화된 수준에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자협력체에 참여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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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중-일, 한-일 간 외교적 긴장과 갈등 양상은
아세안이 이끄는 협력틀 내의 교류 수준, 제도화, 빈도 등과 상관없이 2010년대
들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외교적 갈등의 원인은 양자 간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군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세안이 이끄는 지역 협력틀
의 사회화 기능이 중요하다면, 동 협력체 수준에서만큼은 자기 절제(self-restraint)와
타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
력에 대한 관찰은 미비한 상황이다. 오히려 고(Goh 2011)가 지적하듯이, 주변
강대국들은 아세안이 이끄는 다자협력체를 설득과 사회화의 공간이라기보다 국익
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차리아(Acharya 1997, 326) 등과
같은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아세안 방식’은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 간
이슈별 세력규합과 같은 기존 외교 관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세안이 이끄는
동아시아협력체 내부에서는 여전히 유사 입장국끼리의 편 가르기 관례가 흔히 관찰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힘을 뺄 필요가 있다(Bae forthcoming).
존스와 스미스(Jones and Smith 2007)는 아세안의 규범과 협력 방식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거라는 전망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유연하지 못한
정부간 외교방식이 동아시아 내에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룰란드(Rüland
2011)는 아세안이 제도적 측면에서 설득과 소통보다 레토릭에 치중하는 외교에
더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은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다시 할 수 있고 합의하더라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협상 참가국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아세안이 이끄는 동아시아 다자협력틀의 사회화 기능은 제도 초기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사안이다. 오히려
사회화가 아세안 주도 협력틀의 중요한 기능이라면, 제도가 형성된 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더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기
보다 이 주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 아세안 주도 다자협력체와 국내정치
네 번째로, 외교와 국내정치의 상관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국제 제도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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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쉽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겠다. 합리주의적 인식론에 기초를 둔 신현실주
의, 신제도주의 이론이 국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거나 국가 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전통적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및 그람시안적 관점에 기초한 이론들은 국내 정치과
정에 따라 어떻게 국익 및 국가선호가 결정되고 변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국가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국가 선호와 이익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전제와도 양립하지만, 다수의 구성주의 국제관
계론이 국제제도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참가국 정체성 변화에 주목해왔다
면, 위의 이론들은 국내 사회 집단, 계급, 조직간 동학과 세력분포의 영향력에 집중
한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어떤 수준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가 회원국의 정치과정
및 세력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동 협력체의 중요성을 판가름
하는 데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국제기구나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가 선호
및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들의 활동이 회원국 내 특정 사회세력의 역량을 강화하
여 회원국내 사회 세력간 균형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에 힘을 실어주어 이를
회피하는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국내 개혁의 정당성을 제공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정권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능은
해당 국제기구 또는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협력체들의 기능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아세안 중심성에 따른 지역규범은 국내정치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채널을 제약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의 핵심 규범인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이하 TAC)은 아세안이 역내 비아세안
국들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히 전파하고자 하는 규범으로 현재 30개 국가가 가입하
고 있으며, EAS의 경우 TAC 가입을 회원자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아세안은 TAC를 동아시아 전반의 다자 협력규범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TAC의 대표적인 구성요소가 주권 비간섭의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세안이
이끄는 동아시아 협력체에서 참여국의 내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아차리아(Acharya 2001)는 비간섭 원칙이 아세안
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비간섭 원칙이 ‘정부간(inter-governmental)’ 수준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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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비간섭 원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에 따르면(Acharya 2001,
58), 아세안의 비간섭 원칙은 (1) 다른 회원국 정부의 국가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삼가고, (2) 비간섭 원칙을 어기는 정부를 비판하고, (3) 이웃 국가 정부를
무력화하거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지 않으며, (4) 반정
부 세력을 소탕하려는 이웃 회원국 정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작동된다. 즉, 아세안의
비간섭 원칙은 다른 국가의 내정에 일체 관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정부
의 국가 운영 방식 및 내용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반정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웃 정부의 행동에는 사실상 지원을 불허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간섭 원칙은 이웃 회원국 내부 사회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거나 정부에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내부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변화가 없는 한 아세안의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기대하긴 힘들다.
이와 더불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세안에 강제, 감시 수단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이 메커니즘의 작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아세안내 엘리트 수준의 인식 및 정체성 변화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재구성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구성주의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확대지역협
력체에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되긴 힘들다. 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아세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외교 전략 및 정책의 큰 방향은 주로 좁은 범위의 정치경제
엘리트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아세안과 달리 ARF,
EAS 등에는 보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부가 여럿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부 엘리트 수준의 사회화가 참가국의 ‘국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회세력 분포, 계급 갈등, 국내 정치가 국가 외교정책을 결정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아시아 협력틀은 국가의 행동이나 선호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며, 여기에는 아세안의 주도
로 형성된 규범과 제도가 결정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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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국제제도가 참여국간 협력에 끼치는 영향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이론
들이 제시하는 제도의 네 가지 주요 기능을 논의하고 아세안의 리더쉽이 해당 기능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해보았다. 요약하자면, 아세안 리더쉽은 APT,
ARF, EAS 회원국들이 제도에 참여하기 전부터 공유하던 동아시아 질서 유지라는
목표 추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회원국들의 전략이나 행동 변화에 기여
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자유주의 또는 구성주의 담론과 달리 회원국의
사회화를 통해 국익이나 선호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아세안 리더쉽은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처럼 아세안 중심성을 주변 참가국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세안이
어떻게 동 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세안 리더쉽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은 해당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경위, 구성원들의 목표, 국제질서의 변화 등에 따라 네 가지
기능 중 일부의 기능에 한정될 수 있으며, 기능의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의도 위의 모든 기능에 대한 관리 능력에 기반
을 둔다기보다 주변국들의 기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아세안 리더쉽의 정당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아세안에 대한 주변국의 기대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양극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동아시아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축적된 다자경험
과 강대국 영향력에 대한 균형감 있는 조율 능력은 아세안이 다수의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들을 관리하는 형식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2000년
대 중후반 이후부터 주변 참여국들은 이들 협력체의 지정학적 효용성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다 뚜렷이 하고 있다.
아세안 대외 관계가 심화, 확장되면서 대화상대국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진 까닭에
아세안에게 조율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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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무역,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영역에서도 강화
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가 미-중, 중-일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아세안이 다자틀을 이용하여 주변 강대국들 간 협상, 공조(concert)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쉽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협력체 논의가 진척되면서 동 협력체의 방향이나 외교정책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비정부 집단, 전문가, 기업가 집단 등 여러 사회세력
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만큼, 아세안이 이끄는 다자협력체가 해당 세력의 요구
와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가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고수하는 한, 제도 내 거래비용을 줄이고 참여국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의 협력 관리자적 측면도 주변국들이 아세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Bae forthcoming). 특히 정상들의 정책결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실무 행정가와 외교관들에게는 협력 내용의 이행방식에 대한 고려가 중요
한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세안의 관리자적 능력 또한 보다 의미 있는 평가대상
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우려는 아세안 제도의 모순적인 측면에 기인한다. 즉, 아세안이 동아시
아 다자질서에서 중심성을 획득,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했던 ‘아세안 방식’ 및 규범
의 특성이 위에서 언급한 여타 기능들을 이행하는 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앞서 논의했듯이 많은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동아시아 질서에 기여했다는 평가에 대해 큰 이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아세안이 주창하는 규범, 제도화 방식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다자협력을 유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아세안 방식’은 동아시
아 협력체의 낮은 다자 효용성과 사회화 기능뿐만 아니라, 참가국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냉전 직후에는 아세안 리더쉽 방식 덕분에 아세안이 동아시아 다자협력틀 내 중심
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2000년대 후반 이후 주변국들의 기대가 변화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 세력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오히려 동 정책 및 방식
이 아세안 중심성의 정당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세안이 직면
한 딜레마이다.
기존 문헌들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에서 아세안의 리더쉽 양태를 밝혀내고 아세안
엘리트들이 왜 그러한 방식을 택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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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세안 회원국 및 외부 관찰자들의 기대가 변하고, 지역 협력틀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공약 내용이 진화함에 따라, 아세안의 리더쉽 스타일이 그 원인과 상관없
이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아세안은 지난 20-30
년 동안 동아시아의 다자협력틀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아세안이 리더쉽 방식을 예전 그대로 고수할 경우, 보다 복잡해진 지정학적 환경과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고 냉소적인 관찰자들이 지적
하는 것처럼 지역 국제회의 개최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역할 이상의 기회를 놓치
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는 2017년은 아세안에게
따뜻한 자축과 동시에 치열한 자성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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