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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한국은 1989년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으로 출발한 지 30년이 되는
2019년 명실공히 아세안 최고의 파트너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 발표(2017.11)
이후 2019년 아세안 10개국 정상순방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2019.11)하여 한단계 높은 파트너십 도약
❍ 하지만 기존 협력의 틀에서 미,중,일을 능가하기는 역부족임을 인지하고,
기존에 아세안과 합의한 협력사업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의 룰 셋터(Rule Setter)로서 근본적 차별화가 필요
❍ 아세안은 중국의 패권적 도전(일대일로)과 미국의 패권 제압(인도-태평
양 전략)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되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아세안을
구심점으로 협력을 추진하던 중심성(Centrality) 가치에 도전을 받고,
❍ 중국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침범으로 해양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회원국간
입장 차이로 통합(Unity)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이미 CPTPP로 한 차례 경제공동체 분열 위기를 겪었고,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RCEP을 비롯한 자유무역 시스템의
확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생존에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
❍ 아세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지만, 더 이상 헤징을 통한 위험 회피와 이익 극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 및 의도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
❍ 한-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은 아세안이 위와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
하여 ‘아세안 정체성(ASEAN Identity)’을 지키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파트너십이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고는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주요 성과와 아세안의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과 ‘파트너십의 지속성
(Continuity)’을 한-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의 핵심 원칙(2C 원칙)으로
제시하고,
❍ 세부 전략으로 국제법과 다자주의, 자유무역 시스템 강화, 북한 비핵화
기여를 통한 아세안 외교역량 강화, 아세안 수요기반 협력, 협력의 시스템화
및 국민적 연계성 강화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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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한국은 2017년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외교, 통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후 가장 큰 행사인 제3차 한-아세안특별정상
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세안 측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음.
❍ 한-아세안 관계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고는 그 동안의 양자
관계를 평가하고,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십을 분석함으로써 아세안의
관점에서 새로운 한-아세안 미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자 함.
지난 30년 협력의 틀을 바꾸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특히 지금은 역내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
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할 수 없음.
❍ 특히 30년 후인 2049년은 중국이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신흥경제대국
탄생을 목표로 세운 해로, 한국과 아세안은 모두 역내 패권국의 부상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로 성장해야 할 절실한 목표를 공유
❍ 그동안 한-아세안 파트너십에 대한 여타의 정책 제안과는 달리 본고는 아
세안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 과제를 점검하고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진정
성을 갖춘 파트너십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적 차별성을 갖고자 함.
❍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2장에서는 한-아세안 과거 30년 파트너십의 발전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3장은 아세안을 둘러싼 주요 환경 변화와 새
로운 도전 과제를 분석한 후, 4장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아세안의
미래 30년을 함께 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함.
❍ 한국이 다른 대화상대국보다 협력을 시작한 시기가 늦었으나, 위와 같이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나간
다면 출발은 늦었으나 협력의 성과는 앞서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함.
특히 본고가 2020년에 착수하는 한-아세안 행동계획 2021-2025 수립에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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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아세안 과거 30년 파트너십의 발전 경과
가. 한-아세안 30주년 파트너십 약사(略史)
❍ 2019년은 1989년에 한국이 아세안 대화상대국이 된 지 30년이 되는 해임.
아세안은 상대 국가의 위상, 그리고 관계의 성숙도를 평가하여 대화상대
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1980년대까지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불과했고 북한
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하여 아세안은 한국과의 협력에 미온적
이었음.
19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1988년 올림픽 경기를 성공적
으로 치루면서 아세안은 부분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 지
위를 최초로 신설하여 한국에게 첫 번째로 부여한 것임.
❍ 대화상대국이 된 이후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내용과 속도 면에서 모두 급
격한 진전을 이루었음.1)
한국은 1989년에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이 된 지 2년 만인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hip)이 되었음.
외교 측면에서 양자 관계의 약사를 살펴 보면,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수립 이후 1997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200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계기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05년 12월 제1차 동아시
아 정상회의(EAS), 한·아세안 FTA의 단계적 체결(2006년 8월 상품협정,
2007년 11월 서비스 협정, 2009년 6월 투자 협정), 2009년 한·아세안센터
출범과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특별정상회의, 2010년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설정한 최고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2012년 주아
세안 대표부 개설, 그리고 201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임.
※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공동 대처를 계기로 아세
안 창립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3국이 초대되는 형태로 ASEAN+3가 처음 시작
되었고, 이 때 최초의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한국은 ASEAN+3 외에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에 이정표를 세울 신남방정책과 제3차 특별정상
1) 한-아세안 외교 관계 30년사는 국립외교원(2019)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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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아세안 대화상대국보다 후발주자임에도 아세
안과의 협력에서 한 발 빨리 내딛을 발판을 마련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아세
안을 4강 수준의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선언이었음.
※ 동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나.절에서 설명
또한 30주년이 되는 2019년 11월 25일~26일간 부산에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에서 세 번이나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우리보다 먼저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일본, 미국, EU, 호주 등 아세안 대화
상대국 10개국 중 아세안 밖에서 3번이나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임. 특히 우리보다 16년이나 앞서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일본은 2번,
미국, 중국, 인도, 호주도 각각 자국에서 1번씩 개최한데 그침.
※ 동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다.절에서 설명

나. 신남방정책 경과 및 성과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신남
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
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경제적 외연 확장’을 목표로 추진해왔음.
그동안 4강 외교가 한국이 강대국에 다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었
다고 한다면, 4강 플러스 외교인 신남방정책은 한국이 파트너인 아세안,
인도와 함께 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매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외교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공동
체 3개의 비전, 즉 3P로 구성되어 있음.
3P 구현을 위해 16개 과제와 5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
People 18개, Prosperity 27개, Peace 12개 사업이 있음.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People은 인적교류, 비자 완화, 장학사업, 역
량 강화에, Prosperity는 우리 기업 진출 지원과 ODA에 초점을 맞춰 추진
다만 Peace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부족함.
※ Peace로 분류된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산불재난관리, 훼손된 습지 복원 등 일부
시업은 Peace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분야별로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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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한-아세안간 상호 방문객 수가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했음.
※ 2018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방문한 지역 1위를 아세안이 차지했는데
무려 854만 명이 아세안을 방문했고 아세안에서 한국에 방문한 사람 수는 246만
명임.
(Prosperity) 교역, 투자, 해외건설 수주 모두 이전보다 순위를 높였음.
※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파트너로 2018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 교역은 1600
억 달러이고 4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으며 아세안 시장의 9.5%를 차지
※ 우리나라 해외투자 1위는 미국, 2위가 아세안으로 전체 해외투자의 11.1% 차지
※ 신남방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수요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 등에 힘입
어 ’18년 건설 수주액 128억 달러(40%)를 기록, 지난해 중동을 제치고 처음으로
최대 수주처로 부상
(Peace) 아세안 10개국 순방 계획을 조기 완료하는 등 신남방국가들과의
정상 외교를 수행하였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아세안과의 파트
너십을 공고하게 하는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그간 아세안과 4강에 준하는 파트너십을 향한 행보
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교역) 한국의 국가별 교역의존도는 중국 23%, 아세안 14%, 미국 11.3%,
일본 7.8%로 우리가 G2에 집중되었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신흥시
장으로 다각화에 박차
(건설) 여건이 불안정한 중동 대신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향후 세계 경제성
장의 엔진인 아세안이 최대 인프라 수주처가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
(교류) 상호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음.
(평화) 북한이 ARF에 참여하고 있고 아세안 10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
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향후 북한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아세
안과의 협력관계는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시스템) 국내적으로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직속 신남방특별
위원회,외교부 내 아세안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조
직적인 협력의 시스템을 만든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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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 한-아세안 파트너십 30주년 도약의 해
(1) 제3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개요
❍ 한국은 2019년 11월 25일~27일간 부산에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대하여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
념하는 정상회의로,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였음.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2019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고,
정상회의 외에 한-아세안 CEO 서밋, 스타트업 서밋․엑스포, 스마트시티 페
어, 문화혁신포럼 등 50여개의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했음.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11월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를 개최, 메콩 지역과 처음으로 정상급 협력을 개시했음.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
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 분야
7개를 발표했음.
(2) 제3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주요 성과2)
❍ 먼저 보호무역주의와 패권적 갈등에 맞서 한국과 아세안이 모두 자유무역과
규범에 근거한 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음.
‘공동의장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한반도 비핵화를 위
한 국제적 노력,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의 원칙을
제시했고,
‘공동 비전성명’에서는 UN 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안보상의 문제를 해
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자적 원칙에 근거한 지역질서 수호를 강조했음.
❍ 둘째,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음.
‘공동의장
성명’은
아세안
공동체의
3대
축인
정치안보
(Political-Security)․경제(Economic)․사회문화(Socio-Cultural) 공동체
와 신남방정책의 3P(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사람․People)를 결합하
2) 최윤정.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도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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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아세안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발표하였음.
❍ 셋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를 개최함으로써 아세안 내 소지역 협력도 본격적으로 가동했음.
메콩강 유역은 6.3%의 고성장 시현 지역이고 지정학적 중요성도 커서, 미,
중, 일 등 주요국이 개입한 메콩 유역의 지역협의체만 12개에 달함.
동 회의에서 발표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
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한국과 메콩 국가들
의 결의를 담았음.
❍ 넷째, 참가한 9개국 정상 모두와 별도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사업의 결
실을 거뒀음.
FTA 타결(인도네시아)․추진(필리핀, 말레이시아)․조사(캄보디아)를 통해
무역자유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스마트시티(베트남, 싱가포르, 미얀
마, 브루나이 등), 전자정부(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경제회랑(태국), 수
도 이전 및 개발(인도네시아), 항만운영(라오스) 등 국별 맞춤형 협력사
업도 함께 발굴했음.

3. 한-아세안 파트너십: 상황 변화와 도전 과제
가. 2019년 상황: 아세안의 위기와 도전
❍ 아세안은 최근 역외 환경의 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
2019년 34차(6월 23일) 및 35차(11월 4일)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세
안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논의가 집중
전통적으로 아세안은 연 중 두 차례 개최하는 정상회의 중 첫 번째 회의는
역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나, 2019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RCEP과 같이 아세안 역외 문제에 집중했음.
(1) 아세안은 최근 강대국 충돌이 벌어지는 “조용한 격전지”
❍ 아세안은 세계 5위의 경제규모에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양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주요국 경쟁의 무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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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아세안은 현재 세계 5위 경제권이고, 젊은 인구, 투자 유입 등으로 5%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2030년이 되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올라설 전망임.
경제력이 커지면서 지금도 아세안이라는 단일 공동체를 내세워 누리고 있
는 외교력도 더욱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국과 인도의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입지로 인해 지정학적인 권력도 커지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군사 현대화와 함께 아세안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역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 중국-일본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도 인도의 역내
존재감 키우기로 인식되면서 아세안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중국의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 이 2 가지 핵심전략이 충돌하는 “조용한 격전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은 지역 및 글로벌 패권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경쟁
이라는 관측이 우세
※ 중국은 이미 ‘신형대국관계’ 구상에서 미국과 글로벌 영향력을 양분하겠다는 의
도를 나타냈고, 자국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단계임.
❍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 중립성)과 단일성(Unity)이라는 핵심 가치가
위기에 직면
※ 중심성이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이란 뜻도 내포함.
지난 20여 년간 아세안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아․태평양 지역의 강대국 및 중간국가를 포함하는 협력 구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EAS, ASEAN+3, ARF, ADMM-Plus 등 아세안이 구심점이 되어 산출한 다양한
협의체들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인정하되 아세안이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편입시킴을 의미함.
하지만 아세안이 중심성(중립성)을 잃고 강대국 사이에서 편들기를 강요
받는 최악의 선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모범적이었던 아세안 지역주의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세안 내에서 미, 중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성(Unity)이라는 가치도 도전을 받는 상황
※ 2018년 11월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중 사이의 갈등이 아세안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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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음.
아세안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파트너 중국-안보 파트너 미국’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유효성을 상실
아세안 회원국은 적대적 양극화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 공
동의 대응을 강조
(2)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3)
❍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무시하고, 인
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활동을 지속
※ 중국은 남중국해 90%가량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자의적으로 경계선
9개(구단선)를 긋고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하는 활동을 지속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악화되면서 아세안 지역에
군사 긴장이 조성
중국은 수비(Subi), 미스치프(Mischief),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 암
초에 활주로 및 군 시설(2018년 5월 크루즈 및 대함미사일 등)을 건설
이에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2018년에만 연속 ４차례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수행
미국 해군전함 디케이터(Decatur)와 중국 전함이 남중국해에서 충돌 직전
의 일촉즉발 위기를 연출(’18.9.30)
❍ 더욱이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하여 단일한 입장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통합(Unity)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대
아세안 외무부 장관들은 ‘비무장화’와 ‘자제’를 강조하고 ‘항행 자
유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회원국 분열을 경계하였
지만(’18.9.13),
베트남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진행 중이고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와 라오
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묵인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은 미 해군 주도로 2년 마다 열리
는 세계 최대 다국적 환태평양 합동 해상훈련인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
3)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남중국해상의 해양 지형물에 대
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양 영토 분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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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2018년 6월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된 림팩 훈련에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참여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2019년
7월 중국 조사선(survey vessel)과 해안경비선 2척이 베트남의 배타적경
제수역(EEZ)인 Vanguard Bank를 침범하면서 격앙
이 와중에 중국은 7월 이 구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면서 갈등
고조
❍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행동강령(CoC: Code of
Conduct) 협상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현안임.
2014년부터 아세안은 남중국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CoC
협의체도 설립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아세안은 베트남 주도하에 CoC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합의에 훼방(blocking the way)
아세안 국가들이 요구하는 CoC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나, 중국의
반대로 20여년이 넘도록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2017년 8월 6일, 아세안-중국 외무부 장관 회의에 이어, 2018년 11월 아세
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3년 내 CoC 합의를 도출할 것을
선언했으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
CoC 협상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노력과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
2019.7.31 중국은 중-아세안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단일 협상 초안
1회독을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 지었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지난 11월
방콕에서 개최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이 강조됨.
(3) 자유무역체제의 확장과 수용성 증대
❍ 아세안은 우리나라보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
응의 필요성 증가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국 기업들까지 베트남, 미얀마 등지로 이전하
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시스템 보다는 양자 차원의 보복과 새로운 룰 만들기가 확대되면 아세안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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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무
역, 투자 의존도가 모두 높은 데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불확실
성 증가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함.
❍ 최초의 메가 FTA인 CPTPP를 통해 아세안은 분열을 경험
2017년 미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후 남은 11개국이 2018년 1월 도쿄에서
타결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TPP(CPTPP)에는 아세안 일부 국가가 참여하
고 있었음.
아세안에서 4개국만 CPTPP에 참여하고 이 중 싱가포르와 베트남만 이를
비준했다는 점에서 이미 아세안이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음.
※ 아세안에서 CPTPP 참여국은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이와 같은 위기의식 속에 아세안 10개국과 6개 대화상대국이 참여하는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이 급물살을 탄 것임.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7년간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상의 장기전
은 오히려 아세안에 불리하며 RCEP 협상 타결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음.
※ Lim 사무총장은 7년에 거쳐 타결된 포괄적 환태평양파트너십(CPTPP)과 RCEP
의 협상과정을 비교하며 RCEP 타결도 7년을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제시
RCEP은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몇 차례 타결 시한을 넘겼고, 금년에는 중국
산 수입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한 인도가 낮은 수준의 관세 양허를 고집함
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인도를 제외한 협상 타결을 제안하기도 했음. 그
만큼 아세안의 RCEP 타결 의지가 높음.
RCEP 제9차 장관회의가 10월 12일 태국에서 진행었고, 11월 4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한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 협상국들
은 총 20 chapter 대부분에 합의하여 타결안을 발표했음.
※ 인도는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문제와 중국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
기 위해 국가마다 상이한 관세율 적용(중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세 양허), 서
비스 분야의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등을 요구하면서 최종 타결안에 서명하지 않
음. 그럼에도 인도가 빠져도 서명한다는 아세안 내에서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
❍ 한편 아세안 중심성 훼손, 국내 산업 피해 등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
아세안이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함에 따라 수출 시장 확대와 투자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 형성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역외국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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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아세안 중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한 우려도 제기
아세안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과 교류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하나(아
세안 헌장 1.15조), 경제 대국들과의 교류로 아세안이 소극적 수원국이
될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자유무역의 효과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자
유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반면 말레이시아와 같이 농업 분야가 발달한 국가
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임.
(4) 미‧중 무역 갈등
❍ 자유무역체제 확장과 함께 현재 아세안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
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미중 무역 갈등이 관세 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과 서비스 공급 중단으로까
지 확산되는 양상 속에서 이는 단순히 무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과 중국간 패권 다툼으로 해석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팽배
이에 따라 공급망과 생산 라인이 중국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미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취약성이 증가
❍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중장기
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의 지역까지 가치사슬의 재편 가능성이 증대
단기적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출과 아세안 최종재 생산으로 결합된 역내
가치사슬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아세안 수
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짐.
※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과 항목이 다수 포함된 전기전자, 기계류 중심 둔화
반면,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며 아세
안 국가들이 이 무역 전쟁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례로 일본, 일부 한국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증가하는 생산 비용 때문에 일본이
나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강화할 경우 아세안의 대중국
경제협력 관계가 약화되는 한편 한국이나 일본과의 역내 분업화를 통한
경제 관계는 밀접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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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美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라보는 아세안의 불안감
❍ 미국의 핵심 대외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이 아세안 중심성의 근간
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
아세안 중심성 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는
중국과 일본을 모두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한층 나아가 기존의 지역협의체인 아세안과 환인도양 연합(IORA)을 적극
활용하며 인도네시아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것을 주장함.
※ 인도네시아는 IORA를 통해 인도와의 해양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호주와의 방위
및 지역 안보 협력도 긍정적으로 논의함.
❍ 아세안은 미국에 대해 기대보다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로서의 중국 견제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회유를
제외하면 일관성 있는 對아세안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경계한 국방중심 정책으로 인식
(Termask Chalermpalanupap, 12.4, Diplomat)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행사인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면서도 아
세안이 개최하는 정상회의에 3년 연속 불참했고, 주아세안 미국 대사도
3년간 부재한 상황
※ 2019년 아세안-미 정상회의와 EAS에도 백악관 전략자문관을 수석대표로 보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미-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하였고, Mike Pence 부통령과
Mike Pompeo 미 국무장관도 불참한 가운데 Robert O'Brien 미 백악관 자문관이
참석
미국은 ‘세계 경찰’역할을 수행하거나 동맹국 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미군 주둔 비용 인상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부 시리아에서 쿠르드를 떠나고 NATO 탈퇴를 고려
❍ ‘동남아시아 안보 수호자’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이런 의심은 최근 미 트럼프 정부로 인해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 지도층 설문조사 결과4)에 따르면,
1,008명의 동남아시아 응답자들 중 약 31.9%만이 ‘전략적 지역 안보 파트
너로서의 미국을 신뢰’
4)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2019. 4.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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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은 아직도 동남아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이 핵심 개념이라고 강조하
고 있으나, 동 주장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은 상황임.
(6) 中 패권야망의 확산과 아세안의 위기의식
❍ 현재 아세안은 중국에 좌우되면서 중국의 제안에 협력해서 현실적인 실익
을 챙기는 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음.
❍ 특히 후발 아세안 국가들은 선발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따라가고 싶은 열
망 하에,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개방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환경
을 개선하려고 함.
❍ 이를 위해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고 지불해야 할 댓가가 크지만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7개의 댐을 건설하여 기타 메콩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메콩강 유역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중국의 쿤밍-라오스-태국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미얀마 댐 공사 재개(36
억 달러), 메콩강 협력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수자원 공동개발 자금 지원
계획도 발표
그 외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말레이시아 송유‧가스관, 동해안 철도(ECRL)
등 아세안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독점
2020년 양자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2013년 말부터 시작한 중-아세
안 FTA 개선협정을 타결, 2019년 8월 부로 중국과 아세안은 상품 분야에서
는 원산지 규정 간소화, 특혜관세 적용폭 확대, 통관 간소화 등과 서비스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건설, 스포츠 및 여가, 증권, 여행사 및 관련 서비
스 등으로 확대, 투자 촉진 및 원활화 조항 강화,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 등
❍ 하지만 중국은 아세안이 가장 불신하는 강대국으로 미국 보다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음.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중국이 선의를 지닌 강대국이라는
응답률은 8.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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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가 아세안을 중국 영향권 아래 포함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1위를
차지했지만(47%), 캄보디아, 라오스를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35%에 달했음.

4. 한-아세안 미래 30년 파트너십의 비전과 정책 제언
가.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십은 무엇인가?
❍ 아세안은 강대국 사이 패권 경쟁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지역주의 활성화를
통한 제도화된 질서 형성이냐의 갈림길에 봉착
❍ 아세안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아세
안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있지만,
❍ 앞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세안은 전례 없는 외부적 도전에 직면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역외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도전과제를
분석하여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베트남은 대응(Responsiveness)를 2020
년 아세안의 핵심 아젠다로 발표, 그만큼 외부 도전에 대한 아세안의 적절
한 대응이 아세안에게 절실한 해결 과제임을 보여줌.
❍ 첫째, 아세안이 직면한 핵심 도전과제는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 중
립성) 실현임.
‘중심성'은 아세안 외교의 핵심이며, 다자협력의 좋은 파트너로서의 입지
를 갖출 수 있는 요소임.5)
※ 중국이 일대일로(BRI) 사업을 추진하고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
하면서 ‘중심성'이 퇴색되고 있으며, 아세안은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계획을 추진
하고 있으나 레버리지를 잃고 있는 상황
역외 국가들 모두가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수사를 반복하며
경쟁적으로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확장하려고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확산

5)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주간아세안동향 201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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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의 통합과 중심성을 핵심 가치로 공유하고 아세안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는 협력, 아세안 중심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
특히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심성(중심성) 유지를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규
범에 기반한 다자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수호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함.
또한 우리가 아세안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보다는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아세안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 변화가 필요함.
❍ 둘째, 아세안 중심성을 담보한 공동체의 비전 구현을 위해 파트너십의 지
속성(Continuity) 확보가 중요함.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오래 전부터 아세안 발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아세안은 미국이 갖는 관심의 유효기간에 의
구심이 있음. 지속성 있는 파트너십을 담보해야 함.
현재 아세안 대화상대국들이 보이는 경쟁적 관심이 지정학적 요인의 변동
및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속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표.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핵심 원칙과 실천 전략
 중심성(Centrality, 중립성)

핵심 원칙

실천 전략

 지속성(Continuity)

Ÿ

국제법과 다자주의

Ÿ

시스템화

Ÿ

자유무역 시스템 강화

Ÿ

국민적 연계성 강화

Ÿ

북한 비핵화 기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Ÿ

수요기반 협력

나. 파트너십 원칙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 중립성) 구현
(1) 정치․ 외교적 중립성을 지키는 국제법과 다자주의 옹호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에서 정치안보공
동체(APSC)도 국제법 원칙 등 규범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
❍ 금번 2019 특별정상회의에서 규칙기반 및 국제질서 강조한 것은 성과
34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발표했지만, 아세안 내부에서 조차 인도태평양
이나 일대일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나 전략을 내기 어려운 상황

- 15 -

❍ 역내 중견‧중소 국가가 강대국 간 경쟁의 장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최대
한 뭉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길임.
미국이 외교전략을 전향함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 주도
의 패권체제, 미-중 세력균형 체제, 지역제도에 근거한 다자질서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 단일 국가로는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을 방법이 없음, 전략적 모호
성이 존재하는 시점까지는 한국 역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으
나, 미중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양 전략간 지향점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오는 순간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것임.
한국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는 지역협의체의 결속과 논리가
필요하며, 여기에 아세안의 의미, 아세안과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이 있음.
물량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한국이 동아시아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아세안 (세력 확장)에서 위상을 높였던 것처
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어떤 국가를 따르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역내 질서/시스
템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나라의 외교정책과 공통
된 부분에서 힘을 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전방에서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
다면 국격에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부담스
럽게 느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사안별로 실용적 접근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에 기반하여 해방과 전쟁 이후 오늘날
누리고 있는 변영과 평화를 가져온 질서와 체계를 한국의 규범과 질서,
외교적 노선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함.
2019.11.2. 태국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외교정책의 동조를
담은 Joint Fact Sheet 발표에 대해 일부 아세안 학자들은 우려를 표명
(2) 경제적 중립성을 지키는 자유무역 시스템 강화 (RCEP)
❍ 아세안 분열과 중진국 함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무역시스템 유지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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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RCEP 타결은 특히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RCEP 체결은 아시아가 아세안을
중심으로 개방경제와 무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
❍ 인도, 일본의 입장에 실망스러운 아세안에게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지
※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무역 적자 및 덤핑 등 국내 우려를 이유로
RCEP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함.
※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체결하지 않겠다고 발
표하고, Hideki Makihara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차관보는 인도의 RCEP 참여는
경제적·정치적·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 이에 아세안이 부정
적 반응을 보이자 주아세안 일본대사 Akira Chiba 가 일본 정부는 RCEP 체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설명함(12.13, Jakarta Post, 아세안대표부
주간아세안동향 27호).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자유무역 협상은 한국이 신흥국과 FTA 체결 시 우려
되는 제조업 생산 및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나 종종 대화가 막히는 중국, 일본과 항구적
으로 협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음.
관세 양허안 작성은 개별 국가 소관이므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
이었지만, 그 외 무역원활화 조치, 통관절차 및 시스템, FTA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기대됨.
❍ RCEP은 관세를 낮추는 것 이상의 경제협력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단순히 무역장벽, 특히 관세장벽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역내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힘써야 함.
CEP과 같은 메가 FTA 체결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함.
FTA 체결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무역 원활화
조치 시행, 제품‧서비스‧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물리적 및 사이버 인프
라 구축 등이 필요함. 운송, 전력, 통신 등 우수한 인프라 구축은 제품의
생산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람과 함께 국내 및 국외로 운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또한 정보의 습득 및 교류에도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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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아세안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중심성
강화
❍ 아세안의 외교적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6자회담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북미정상회담이 뚜렷한 결과 도출에 실
패한 상황에서 아세안의 참여가 유의미할 가능성 다대
1983년 양곤 테러, 201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벌어진 김정남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북한의 싱가포르, 태국 및 말레이시아 국민 납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아세안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ARF(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북한이 가입국으
로 참석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각각 2018년 및 2019년에 역사적인 북미회담 개최지
로 선정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제 아세안의 역할은 이미 가
시화되고 있고,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북한이 시장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따르도록 할 것인가는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래 존망의 문제가 되기 때문임.
2019년 하노이의 북미회담 당시 북한 대표단은 하이퐁의 전자산업단지 등
첨단 기술산업, 시장 개방을 위한 법률 개혁과 시장 개방 이후의 국가 자산
관리 방식을 조사했음.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북한과
의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북한 경제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특히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BOT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모색하는 등 적극
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했던 모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
※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방식이란, 투자자가 일정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운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무상으로 정부에 양
도하는 투자형식을 말함.
북한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 기존 특구 5개에 경제개발구 22여개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초기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시도했던
수출가공구 및 공단 개발 정책과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조치에 큰 관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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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경제개발구 관련 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BOT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캄보디아의 박물관 개발사업에도 참여하여 캄보디
아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BOT 방식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과의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발전이 아세안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는 아세안의 평
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2000년부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 북한이
나아가 한반도 번영이 아세안의 번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로드맵 제시가 필요
이는 애초 신남방정책이 출발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맥락에서도 매
우 적합한 접근임.
(4) 아세안의 다양성과 상이한 수요를 고려한 협력
❍ 기술적이고 시혜적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보다는 동등한 파트너
로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공동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함께 진행하
는 모습이 바람직함.
※ 현재 한국은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를 비롯한 개발협력 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
라 펀드(1억 달러 규모), 한‧아세안협력기금(연 700만 달러→1,400만 달러) 및
한‧메콩협력기금(연 100만 달러→300만 달러) 증액, 인도네시아에 한‧아세안 금
융협력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위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은 아세안이 초기 계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모범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임.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시티 등 협력 사업도 아세안의 눈높이에서 생각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하여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움.
❍ 국가별로 산업발전, FTA 체결, 국민소득 수준이 다른 아세안 국가의 다양
성을 고려, 지역, 소지역 또는 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특정국가
편중을 완화할 필요
제조업 발전수준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기술 및 자본투자 수준이 한국과
직접 교류 수준으로 성장해 있는 선도국가, 한국으로부터 기술/자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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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빠른 성장이 가능한 주력국가, 제조업 기반 구축부터 시작해야
하는 잠재국가로 구분이 가능
❍ 금융을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한-ASEAN 금융협력센터’가 한국 기업의 금융조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됨. 기업 금융지원 + 인프라 협력 + 현안 교섭 등 한국 기업의 현지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함.
말레이시아 마하티르가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후 2018년 첫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공동 결제 수단의 활용을 공식 제안
한 바 있음.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지만 금융협력 메커니즘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심화를 견인하고 장기적으로 유로와 같은 지역화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김형종‧황인원. 2019. 동남아시아연구).
❍ 중상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호 호혜형 협력으로 전환해
야 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설치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가 한
국 기업의 FTA 활용만 지원하는데서 나아가 ‘상호적/호혜적’으로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도 이 FTA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제품을 보다 쉽게 수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라. 파트너십 원칙  지속성(Continuity) 높은 파트너십
(1) 파트너십의 제도화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지속성인바,
한-아세안 협력을 제도화(institutionalise)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함.
❍ 신남방특별위윈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 한편 지속성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남방정책을 비롯하여 신흥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남방정책은 정책의 부침에 좌우됨 없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
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신남방특별위원회가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 미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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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화하고, 특별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범부처 합동 작업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 파견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아세안 파트너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
❍ 한편 ‘신남방2.0’이라는 용어는 신남방정책이 현정부 임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정책의 효과와 대외 협력 차원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음.
굳이 2.0을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보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실익을 추구하는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
(2) 국민적 연계성(People to People Connectivity) 증진
❍ 아세안 입장에서 한국은 자본과 기술은 미, 중, 일에 뒤지지만, 패권적
야욕과 역사적 부채가 없으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문화를 이룩한
한국 사람에 대한 강한 호감이 있기에 이 모두를 앞설 여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음.
❍ 따라서 한국이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공고화하고 지속성을 높이는데 있어
핵심 요인은 사람(People)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의 협력은 ‘사람
중심’의 협력이 되어야 할 것임.
특히 아세안은 People이 매우 중요해서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자본으로
밀고 들어와도 중국은 결코 1위가 될 수 없다는 태국 언론인 겸 학자 Kavi
Chongkittavorn의 평가를 되새겨볼만 함.
❍ 파트너십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연계성(connectivity) 증
진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향후 신남방정책의 수행 주체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임.
정부가 한정된 외교적 자원을 아세안에 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외교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국민적 체감도를 높여서 이제 정부의
對아세안 행보에 국민을 외교 자원으로 투입해야 함.
이미 정부 차원의 connectivity는 성숙해있음. 아세안이 역외국과 협력하
는 채널은 한-아세안,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ARF 등 정상에서 실무
급까지 2018년에만 총 129개 회의가 있었는데, 이 중 우리 정부는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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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했음. 이제는 국민 차원의 connectivity가 높아져야 할 때임.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행해야 할 많은 약속이 남아 있음. 이것
을 한정된 정부 인력과 예산만으로 모두 수행하려고 들기 보다는 민간,
특히 아세안에 관심 갖은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아세안은 2020년을 ‘아세안 정체성의 해(Year of ASEAN Identity)’로
선포했음. 아세안 정체성을 함께 가꾸며 한국이 아세안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3P 중에서 People에 보다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끝.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논평』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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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역대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주요 성과

▣ 2009년 제1차 한-ASEAN 특별정상회의6)
 정치·안보적 성과: 1)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명확
한 의사표시를 이끌어냄; 2) ６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동의; 3)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ARF 활용 제안; ４）국제범죄문제에 관한 정보
교류 확대; 5)‘신아시아 외교’ 비전 공유;５) 한국의 아세안 공동체 지지
표명; 6) 아세안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에
2013-2017 500만 달러 추자 지원 약속 (이재현, 외교안부연구원, 2009).
 경제: １）한-아세안 FTA 마무리; 2) 대아세안 ODA 규모를 연 2억 달러에
서 4억 달러로 2015년까지 증액; 3)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
４) 한-아세안 교역규모를 2015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 증액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1) 기존의 300만 달러 수준의 한-아세안 협력 기금
을 총 500만 달러 수준으로 높여, 증액된 200만 달러는 전적으로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 사용할 것을 명시함; 2) ‘월드 프렌즈 코리아’ 아래 아세안 국가
로 1만 명 규모의 IT 기술 전수 중심의 해외 봉사단 파견 약속; 3)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을 통해 아세안 출신 국비 장학생 규모를 2012년까지 두 배
인 200명으로 확대 약속; 4) 학생-교사 교류 증진, 한국학 및 아세안학 부흥
등의 인적 교류 정책문서 채택
▣ 2014년 제2차 한-ASEAN 특별정상회의7)
❍ 배경과 의의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이 되는 해임.
 슬로건 “신뢰구축, 행복구현(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
❍ 개요 및 성과
 안보：１）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2)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확인; 3) 한-아세안 안보 관련 대화 정례화
 경제： 1) 양측 중소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출범 및 상설화; 2)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타결을
위해 정치력 결집; 3) 교역액 2020년까지 2,000억불 달성; 4)아세안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개발경험(새마을 운동 등) 공유 및 인적개발 지원;
5) 한-아세안/한-메콩 협력기금 및 대아세안 ODA 규모 확대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１）2017년 아세안 문화원 건립; 2) 동남아 국민
대상 비자 간소화; 3) 한-아세안 차세대 인적 네크워크 구축 추진)
 비전통 국제안보: １）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 2)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 강화 지원.
6) 이재현, 2009. 외교안보연구원.
7) 외교부, 2016. 아세안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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