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19-23호(2019.11.15)

WEEKLY ASEAN
아세안 농촌개발, 빈곤퇴치
ARF 1982 UNCLOS Workshop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 평가

K-Pop vs J-Pop
2020 베트남 아세안 의장국 수임
아세안-영국, 아세안-EU

대표부 활동 사항

아세안 회의 및 소식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 Jusuf Wanandi CSIS 인도

제11차 아세안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담당 장관

네시아 부회장 면담 (11.13, 자카르타)

회의 (11.8, 네피도)
ㅇ 이번 장관회의는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에 주력하고 회복탄력성(resilient)을 갖춘
농촌 공동체 조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 앞서 11.4(월) 제16차 아세안 농촌
개발 및 빈곤퇴치 고위급회의가 개최됨.
ㅇ 아세안 10개국 장관들은 농촌-도시 연속체
(continuum), 다양한 생활방식,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 취약그룹 보호 및 농촌지
역의 인적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을 교환함.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Jusuf Wanandi CSIS

- 아세안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2016-2020)

공동창립자 겸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한-아세

아세안 프레임워크 액션플랜 이행 진전현

안 대화관계 30주년 성과 및 신남방정책에 대

황에

해 설명하고,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2021-2025) 마련 기대

대해

평가하고

차기

액션플랜

- 아세안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마스터플랜
ㅇ Jusuf Wanandi 부회장은 중견국인 한국의 역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

할 및 한국의 대 아세안 중시정책인 신남방정
책을 높이 평가함.

ㅇ 아세안 장관들은 이번 회의 주요 결과문서

- 한편, CSIS는 중-아세안 관계 특히, 남중국해

로 ‘사회보호를 위한 농촌주도 개발 방식 채

분쟁 해결을 위해 행동규칙(CoC) 협의뿐만

택에 관한 아세안 장관 성명*’을 채택하였음.

아니라 어획, 환경문제 등 다양한 해양협력

* ASEAN Ministerial Statement on Adopting a

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언 등을 추진 중

Community-Driven

Development(CDD)

Approach to Social Protection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 Jakarta Post에 기고문 게재
ㅇ 이번 회의 계기,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11.15)

이 모여 제12차 SOMRDPE+3 회의를 개최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인도네시아 대표 영문

하였고, 아세안+한·중·일 간 농촌개발 및 빈

일간지인 Jakarta Post (11.15)에 ‘Korea’s New

곤퇴치 사업 이행 현황이 논의됨.

Southern Policy: Walk to the border, sail to
the island’ 제하 기고문을 게재함.
-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 포스트 웹사이트 참고
(thejakartapost.com)

제2차 ARF 1982 UNCLOS(유엔해양법 협약)
이행 워크숍 개최 (11.13, 하노이)
ㅇ 공동의장: 베트남(외교부 국제법·조약국 과장)-캐나
다(주베트남대사)-EU(주베트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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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ㅇ 1982 UNCLOS는 국제 해양이슈 및 국가들
의 법적 권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국제법규
라는 점을 감안, 지난 25년간 역내 해양법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아세안 이주노동자 관리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워크숍 개최 (11.8, Da Lat)

평가됨.

ㅇ 아세안 노동 실무급 회의(SLOM-WG) 및 아
ㅇ 이번 회의에서는 UNCLOS 이행 효율성을

세안 상호인증협약(MRAs) 담당 공무원들은

높이는 방법, UNCLOS 및 국가주권, 해양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별 노동

영역, 법집행 강화, 해양 오염, 기후변화,

이동성에 관한 법규와 정책에 대해 논의함.

해양관광 및 해적소탕 대응 방법과 관련된

-

이번

워크숍은

SLOM-WG

워크플랜

(2016-2020) 이행 차원에서 마련되었으

다양한 국제법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함.

며, 베트남 노동사회부가 EU-READI*와 아
세안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개최

ㅇ 이번 워크숍은 해양이슈를 전반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여개 ARF회원국

* Enhanced Regional EU-ASEAN Dialogue

에서 약 100여명의 해양법 담당 공무원 및

Instrument는 2016년부터 2024까지 약 2천만 유

전문가들이 참석함.

로가 투입되는 아세안-EU 고위급 정책대화 사업으
로 아세안 3개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청사진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아세안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ASEAN-OSHNET*)

- 아세안상호인증협약 8개 부문* 인력의 역

워크숍 개최 (11.13-14, 발리)

내 이동자유화와 인적이동을 통한 지역통

* AS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etwork

합 연구 방안을 논의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노동환경에서의 안전과

* 엔지니어링, 건축, 관광, 회계, 치과, 조사 및

보건에 관한 5개년 협업 사업과 우선분야

연구, 의료, 간호

*

계획 을 수립함.
* 2020년 중반 개최예정인 제26차 아세안 노동장관

ㅇ 이번 연구는 EU의 이주노동 사례를 바탕으

회의에서 채택 예정

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EU의 노동 이동성

- 아세안 OSH 스코어카드 평가 현황에 따르
면,

기존

ASEAN-OSHNET

거버넌스(labour mobility governance)는 유

행동계획

럽 사회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2016-2020)은 내년 100% 이행 완료 기대

주었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참가자들은 향후 아세안이 협력을 강화해
야할 분야로 OSH 분야 역량강화, 표준 및

ㅇ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1990-2015년

우수사례 공유, HIV 예방 및 관리를 포함

간 역내 아세안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7백

한 업무환경 개선, 녹색 일자리 등 미래

만명에 다다랐으며, 향후 더 많은 인적이

노동 분야, OSH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증

동이 예상됨.

진 등을 선정
- 매 2년마다 아세안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
는 ASEAN-OSHNET 시상식을 통해 역내
업무환경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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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arendra Modi 총리는 인도 내에서 농업
계, 산업계, 야당 정치인들, 힌두 국가주의

주요 기사 및 논평

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의한 압박에 시달
리고 있는 점을 감안, RCEP 협상에 다소

아세안 정상회의의 시사점 (11.11, Bangkok

소홀히 하였음.

Post)

- Modi 총리는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하였

ㅇ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11.2-4, 방콕) 개최에

으나, 인도는 경기둔화와 높은 실업률을

대한 평가는 다소 혼재되어있음.

겪고 있는 상태,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 태국은 올해 RCEP 타결을 최대 성과로

통해 RCEP이 인도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

부각시키려 하였으나, 인도가 막판에 타

는다고 언급

결을 거부하면서 틀어졌고 RCEP의 객관
적인 결실은 2020년 의장국이 되는 베트

ㅇ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남에 달려있는 상황

미국 대표단이 예년에 비해 급이 낮았다는

- RCEP 참여국 가운데 15개국은 언제든 인
도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발표

점이 아세안 외교관들과 역내 이해관계자
들에게 실망감을 안김.

- Piti Srisangnam 태국 쭐라롱콘 대학교

-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라는 점은 예

부설 아세안 연구센터 소장은 RCEP의

상하였으나 적어도 Mike Pence 부통령 또

완벽한 타결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는 Mike Pompeo 국무장관이 참석할 것으

이번 회의는 태국의 리더십과 국제 사회

로 내심 기대

에서의 아세안의 지위 격상을 보여준 성
공적인 사례로 평가

- 이번 미국 대표단 수석대표로 최근 선임
된 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전략자문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으로 인해 미

관과 Wilbur Ross 미 상무장관*이 참석

국의 역내 관여도가 예전에 비해 낮아지

* 2017.11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 정부내 서

고 있다는 우려를 아세안으로부터 불러일

열(The order of precedence of the USA)에

으켰으며, 비교적 급이 낮은 미국 대표단

따르면, 미 국무장관이 8위, 여타 장관들은 11

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아세안 외교

위이며, 상무장관은 (국무부를 제외한 부처 서

가의 가십거리로 전락

열 가운데 6위), 백악관자문관은 16위

- 아세안에서도 의장국인 태국, 차기 의장

ㅇ Piti 소장은 RCEP 타결은 아세안으로 하여
금 세계 무역시장의 수요-공급망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역내 무역
의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함.
- 그러나, 인도가 불참한 RCEP은 추진 동력
(momentum)을 일부 상실하였으며, 인도
의 참여를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다만, 내
년초 인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RCEP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국인 베트남, 미국의 대화조정국인 라오
스를 제외한 7개국에서는 정상이 아닌
외교장관들이 미-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 Pongphisoot Busabarat 쭐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백악관 자문관이
정상 대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는 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외교
문화에 비추어볼 때 수용하기 힘든 처사
(quite unacceptable)라고 하면서 이번 계
기로 아세안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
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힘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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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힘든 반면, K-Pop 아이돌이 빌보드,
ㅇ 이번 정상회의의 의전과 외교적인 문제를

TV 및 인터넷 광고 등을 장악

떠나 다시 한번 아세안의 무능(inability)을
보여준 것은 로힝야 난민 문제였음.

ㅇ

인도네시아의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 UN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Antonio

Tokopedia는 최근 한국의 BTS를 전문 모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이번 아세안-UN

델로 섭외하였으며, 기업 관계자에 따르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정부는 방글라데시

면 ‘BTS는 음악 산업의 판도를 바꾼 그룹

에 머물고 있는 수십만의 로힝야 난민들

인바, Tokopedia의 혁신과 긍정적인 이미

의 안전한 본국 귀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지가 BTS와 부합된다.'고 설명함.

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세안이 관련 사항

- 싱가포르 인터넷 쇼핑몰 Shopee 역시

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

한국의 여자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를

성한다는 점에 기대(optimism)감을 표명

작년부터 TV 전속 모델로 섭외

- Guterres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회

- 필리핀 의류회사인 Bench와 Penshoppe

적으로 미-중 관계를 '엄청난 균열(The

은 한국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Great Fracture)'이라고 표현하고, 미-중간

블랙핑크의 리사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균열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

위촉

로 보이나 아세안이 이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동남아는 일본,
중화권 다음으로 한국 음악시장 수출 주요

ㅇ 한편, Wilbur Ross 미 상무장관은 미중 무

지역임.

역 및 관세 문제에 있어 해결방안을 찾기

- 한국은 2017년 약 640억 미불 규모의 음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미-중 간 지재

악 콘텐츠를 동남아로 수출하였으며, 2015

권 및 공정한 시장 접근성 확보 등 민감한

년에 비해 60% 상승 / 음악뿐만 아니라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국간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함.

2017년 기준 약 1.3억 미불 규모의 콘텐츠

콘텐츠를

동남아로

수출했으며,

를 동남아에 수출
동남아내 J-Pop 인기는 시들어들고 한국 연예

- 반면,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아시아

인들에 빠져있어(swoons) (11.11, Nikkei Asian

국가를 상대로 약 2억2300만 미불 규모의 콘

Review)

텐츠를 수출하였으며,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ㅇ 일본의 장수 남자 아이돌 그룹인 아라시

수요가 높은 편

(Arashi)가 11월초 자카르타, 싱가포르, 방

- 한국 또한 2017년 기준 방송과 애니메이

콕, 타이페이를 방문하였으며, 수많은 팬들

션의 대 동남아 수출규모가 약 2억 2,100

이 언론 간담회장 앞에 모여 있었음.

만 미불을 기록하여 일본에 필적할만한

- 그러나 아라시의 동남아 방문은 다소 늦

수준 기록

었다고 보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며
이미 동남아의 많은 청년들(특히 Z 세대

ㅇ K-Pop의 세계적인 인기와 성공은 '포용성'이

또는 밀레니얼세대)은 J-pop보다 K-Pop

며, 블랙핑크의 경우 태국 출신의 리사를 영
입했고, GOT7의 멤버는 태국, 대만 및 홍콩

과 한국 연예인들에게 열광
- J-Pop 스타들은 더 이상 동남아 언론에서
- 5 -

출신으로 구성됨.

- Hidetomi Tanaka 일본 Jobu 대학교 교수

주요 보고서

에 따르면 아시안 청년들 가운데 연예인
을 꿈꾸는 사람들은 한국을 글로벌 성공

차기 아세안 정상회의: 베트남은 어떻게 주도

의 첫걸음으로 보는 인식이 높다고 분석

할 것인가? (11.11, RSIS)
* 기고인: Nazia Hussain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연구

ㅇ K-Pop 및 여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동남아
의 팬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증

소 다자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ㅇ 아세안 정상들은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19.6월,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내 해양

-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지난 4월 약

쓰레기 대응을 위한 방콕 선언*을 채택하였

10억 미불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해군 잠

고, 후속조치로 EAS 지역 행동계획을 마련

수함 수입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한

하고 있음.

국 포괄적경제파트너십 협정(CEPA) 체결

* Bangkok Declaration on Combating Marine
Debris in ASEAN Region

도 기대

-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다수
ㅇ 동남아 내 콘텐츠 시장을 둘러싼 한국과

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중국이 폐 플라

일본의 콘텐츠 각축전은 더욱 과열될 것으

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쓰레기

로 보임.

수입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단호하게 대처 중
- 또한 인적자원 개발, 기후변화, 연무오염
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ㅇ 차기 의장국인 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 의
장국 수임 주제로 ‘화합하여 대응하는 아세
안(Cohesive and Responsive)’을 선정하였
으며, 지역 간 일관성(coherence)과 현재
아세안이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경제적
도전과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나갈 것임.
- 국제 시스템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바, 지
역 경제 및 안보 구도 역시 진화할 것으
로 예측
- 따라서, 내년 의장국 수임 우선과제로 ▲
역내 평화, 안보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하
기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역할 증진,
▲역내 연계성 증진, 4차 산업에 대한 적
응력 및 자본화 개선, ▲공동체 인식 및
아세안 정체성 함양, ▲평화와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 ▲아세안
의 효율성 개선 등 총 5개 선정
- 6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은 현재
ㅇ 베트남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은 아세

Boris Johnson 영국총리가 주도하는 브렉

안 비전 2025 이행 중간지점과 맞물리는

시트 협상으로 인해 향후 10년내 영국의

바, 현재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노력

총 GDP가 약 3.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해야할 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임.

- 불가피한 경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 2020년은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25주년

영국은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시

으로서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으며, 베트

장과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

남은 1980년 시장 개방이후 동남아에서

로 예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중 하
나로 부상

ㅇ 영국은 최근 들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

- 또한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중-아세안 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8.5월

계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귀

영국 외무상은 런던에 주재한 아세안 10개

추가 주목

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영국-아세안 강화 계
획, 의지 및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2019년

브렉시트 이후의 세상: 긴밀한 영국-아세안 경

주아세안영국대사*를 임명함.

제 관계 가능? (11.11, RSIS)

* 2019.10월 주아세안 영국대사로 Jon Lambe 대

* 기고인: Kaewkamol Pitakdumrongkit 싱가포르 난양공대

사를 임명하였으나, 아직 아세안사무국에 신임장

RSIS 연구소 다자주의 연구센터 부소장

을 제정하지 않음.

ㅇ 영국의 완전한 EU 탈퇴는 예정된 10.31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국은 EU와의 협상을

ㅇ 영국이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아세안

통해 브렉시트 기한을 2020.1.31로 연기하

의 경제적 잠재력이 크기 때문임.

기 위해 EU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EU는

- 2018년 PwC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영국에게 일명 ‘flextension*' 옵션을 제시하

아세안의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2/3 이

며, 2019.12.1 또는 2020.1.1에 영국이 EU

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HSBC에 따르면, 동남아는 빠른 도시화를

를 탈퇴할 수 있다고 역제안함.

경험하고 있고, 2015-2030년간 약 1억명

* flexible과 extension의 합성어로 기한을 사정에

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것으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로 전망하는바, 영국 비즈니스 업계의 새
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

ㅇ 기한이 언제가 되었든 브렉시트는 기정사실
화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브렉
시트 이후(Post-Brexit) 영국 외교에서 아세

ㅇ 중산층의 확대는 관광, 맞춤형 의료 등과 같

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은 서비스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빠른 도시

- 영국과 EU간 교역량과 투자가 점차 줄어

화는 동남아의 인프라 수요 증가를 의미함.

들 것으로 보이며, EU는 영국 상품과 서비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동남아가 인프라

스 수입에 상당히 엄격한 제한과 법규를

개발에 있어 미흡한 재원조달로 어려움

도입할 것으로 예상

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

- 영국의 수출량 감소는 경제 둔화로 이어

- 2016-2030년간 동남아는 역내 인프라 확

질 것으로 보이고, 영국의 국립경제사회

충을 위해 연간 약 1,840억-2,100억 미불

연구기관(NIESR: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National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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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EU 파트너십: 유럽의 접근방식은 ‘전략
-

아세안

인프라

펀드(AIF,

ASEAN

Infrastructure Fund)* 규모는 4억 8500

적’? (11.5, RSIS)
* 기고인: Frederick Kliem 박사, 싱가포르 난양공대

만 미불에 불과

RSIS 다자주의 연구센터 방문 연구원

* ADB와 아세안 10개국이 기여하는 기금으로

ㅇ 제22차 아세안-EU 외교장관회의(2019.1.21,

2011년 9월 '공동투자자(shareholders) 협정'

브뤼셀)에서 양측은 원칙적으로(in principle)

을 체결, ADB는 약 1억 5천만 미불을 투자
하고, AIF 관리 전반 및 아세안 10개국에 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

술 지원을 담당

하였고, 아세안의 40년 대화상대국인 EU로
서는 이러한 격상을 자연스런 ‘다음 단계

-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본과 중
국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데, 영국도

(next great step)’로 인식하고 있음.

경쟁대열에 합류 가능

- 그러나 아세안은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의 공식화를 거부하였고 아직도 계류 중
인 상태

ㅇ 무엇보다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영국의 관심이 매우 높고, 아세안은 현재 6

- 아세안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다름

억 5천만 인구의 삶의 터전이며, 2030년에

아닌 EU의 동남아 팜유 산업에 대한 비

는 세계 4위의 경제지대로 부상할 것으로

난과 2030년까지 EU 바이오연료 시장에

보임.

서 팜유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

- 아세안 10개국과 6개국(호주, 중국, 인도,

였기 때문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참여하는 RCEP
이 전격적으로 발효되면 전세계 인구 가

ㅇ 사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EU의 잘난체,

운데 45%를 차지하는 34억명, 세계 GDP

특히 아세안에 대한 도덕적 비난(교역, 굿

1/3 규모의 거대시장 형성 기대

거버넌스, 인권)에 대해 환영하지 않는 입
장이었음.

ㅇ 그러나, 영국의 의지대로 영-아세안 경제

- 아세안과 개별 회원국에 대한 EU의 태도

관계 강화가 쉽게 달성되진 않을 것으로

는 동등한 입장의 다자 파트너라기보다

보이며, 영국은 지난 수년간 (EU 회원국의

여전히

일원으로서) 대외경제협정 체결을 해본 인

관계에 고정되어있는 상태

‘공여국-수원국(donor-recipient)’

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

- 물론 아세안 지역 통합을 위한 EU의 재

은 영국과의 경제협정 타결에 서두르지 않

정적 기술적 지원은 매우 환영할만하며,

을 것으로 보임.

성공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진행

- 절차적으로 아세안은 영국이 EU를 완전

중이고 2014-2020년간 약 2억 유로를 아

히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경제협력 및

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지역에 공여하면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서 EU는 아세안의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

- 또한 아세안은 거의 무관세 지대로 이해

매김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관세장벽이 높은

- 그러나, 공여국-수원국이라는 갑을관계로

지역이라는 점에서 영국 정부에게 있어

인해 EU의 대아세안 정책은 EU가 아세

최대 난제로 예상

안을 어떻게 도울지(can assist)에만 집중
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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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과의 대면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
ㅇ EU는

전략적이면서

규범적

행위자

- 브뤼셀과 아시아에 있는 EU 공무원들은

(normative actor)가 되기 위한 외교정책을

지역의 민감성(local sensitivities)와 식민지

펼치고 있는데, EU의 외교기조는 전략적 연

배 역사를 겪은 피해국들의 심리적 영향

관성(strategic

(psychological consequence)에 대해 충분

relevance)을

추구하면서도

EU의 규범과 가치(norms and values)를 전

이 주의깊게 살필 필요

세계를 대상으로 증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지금 EU는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을 요구하

- EBA(Everything But Arms) 원칙하에 무기
를 제외한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빈국 특혜(preferential market access)
는 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수출을 돕기
위해 적용되었으나, 이들 국가에서의 인
권탄압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
- 특히, 캄보디아 경제는 대 EU 수출 (주로
직물 및 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EBA가
철회되면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
려가 팽배한바, EU의 이러한 발언 또는
결정은 위선적으로 관찰되는 상황
- 팜유 금지 결정은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
도네시아 팜유 생산업자로부터 엄청난 비
난을 받고 있는 실정
ㅇ EU 공무원들이 아세안의 국가-지역 넥서스
(nexus)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고 있음.
- EU의 규범적 힘과 EU가 추구하는 가치, 규
범 및 수준을 증진하는 것은 EU의 태생적인
DNA로 볼 수 있으나, 아세안을 대할 때는
아세안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합
의를 거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
ㅇ 기능적인 EU-ASEAN 협력은 양 지역에 매
우 중요하고, 서로의 지역통합 사례를 배울
수 있음.
- 그러나 다자주의는 서로의 다름과 이해관
계를 이해하고 존중해하는데, EU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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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세안과 허심
탄회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음.

주아세안대표부는 아세안 관련 주요 뉴스 및 아
세안 사무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WEEKLY ASEAN>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간 아세안 동
향을 비롯하여 월간 아세안 뉴스레터, 아세안
각종 현안과 경제 통계 등 아세안 관련 제반 정
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아세안대표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타 보고서
또는 기사 등에서 인용하거나 활용하기를 원하
실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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