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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
사진출처: 한국일보

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대학산학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한국일보가 주최한

협력단 기업 관계자와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

2019

한-아세안

기업가들이 참석하였음.

코라시아포럼(Kor-Asia

-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국내 기업의 아세안 및 인

Forum)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우호를 넘어

도네시아 시장진출 전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

전략적 동반자로’ 주제로 강연을 실시함.
- 아세안의 탄생 배경 및 성과, 신남방정책 하에

- 참가자들은 대표부 지원 하에 아세안사무국을

한국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정책 기조는 물론

방문하여 아세안 시장 및 경제통합 현황에 대

향후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향 등을 제시

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

ㅇ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비롯

※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

하여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Abhisit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

Vejjajiva 전 태국 총리 등 역내외 유명인사들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및 한국PCP가 주관

이 참석하여 한-아세안 30주년을 평가하고 향
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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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특히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시범운영 결과 기대

아세안 회의 및 소식

- 선박운행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세안
제25차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11.14, 하노이)

녹색

선박

전략(ASEAN

* Nguyen Van The 베트남 교통장관이 의장, Dato

Strategy) 채택 환영

Green

Ship

Abdul Mutalib Yusof 브루나이 교통정보장관이 부의
장직을 수임

ㅇ 장관들은 EU, 일본, 뉴질랜드 및 한국과의

ㅇ 장관들은 아세안 단일 항공시장 강화, 상품

항공서비스 협상 진전현황을 평가하고, 각

교역 및 승객이동을 위한 아세안 복합운송

국과의 협상을 통해 항공 연계성 확대가

수단 강화, 아세안 도로 안전 개선 노력 강

이루어질 기대함.

화, 해상운송연계성, 지속가능한 교통 및 대

- 한편, 아세안-중국 항공교통 협정* 당사국

외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간 5운수권 교통권리 확대(3차 의정서)를

- 역내 항공 추가 자유화 이행을 위한 의정

타결하였으며, 중-아세안 교통협력 개정

서 11(항공교통서비스 책임 이행) 체결, 아

전략계획(2018-2020) 이행현황 평가

세안 항공 교통관리 마스터플랜 이행 평가

* AC-ATA(ASEAN China Air Transport Agreement)

- 아세안 복합운송 프레임워크 협정 이행

- 한-아세안 항공 서비스 협정* 문안 협상

선언을 발표, 역내 단일 복합운송 교통수

을 환영하고, 실무 협상에서 보다 자유롭

단 활용을 장려, 2019.2.19부로‘아세안 상

고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나갈 수 있도

*

품경유에 관한 프레임워크(AFAFGIT ) 의

록 노력할 것을 당부, 한-아세안 교통협

*

정서 7(세관경유시스템) '이 시행된 점을

력 사업 활동 이행 현황 평가

환영하고, AFAFGIT 의정서 2(통관지 지

* AK-ASA(ASEAN-Korea Air Service Agreement)

정) 비준 기대

- EU는 E-READI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의

*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항공 교통, 교통 원활화, 도로 안전 및 지

Goods in Transit, 총 9개 의정서로 구성

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의정서

내용

공유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하고, 아

1

경유교통루트 및 시설 지정

2

통관지 지정

세안-EU 포괄적항공교통협정(CATA*)의 주

3

도로 이동수단 종류 및 수량

4

이동수단의 기술적 요구사항

5

아세안의 필수 3국 자동 이동수단 손해보험

6

철도국경 및 환승역

7

세관경유시스템

8

위생 및 검역 조치

9

위험 상품

목할만한 진전현황 평가
* ASEAN-EU Comprehensive Air Transport Agreement

ㅇ 차기 회의는 2020년 브루나이에서 개최 예정임.
※ 이번 회의 계기 제10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
의도 개최되었으며, 주로 한-아세안 항공협정,

- 2020년까지 아세안의 교통사고율 50%
감소를 위해 도로 안전 및 전반적인 교
-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따른 간편한
선적통과(port clearance)를 위해 아세안
선박시장(ASSM:

황 등에 대해 논의
- 베트남, 미얀마 중앙 고속도로 타당성 연구, 하노

통안전을 높이기로 합의

단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2018-2020) 이행현

ASEAN

Single

Shipping Market) 시범운영 준비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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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철도 8호선 공사 타당성 조사, 한-베트남
공동 항공 연수센터 설립 등 협력 활동 등 협의

제6차 확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개최 (11.18, 방콕)
ㅇ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EU,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이탄습지 활용 및 연무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미

오염 경감사업(SUPA*) 출범 (11.15, 자카르타)

국 국방장관들이 모두 참석함.

* Sustainable Use of Peatland and Haze Mitigation in
ASEAN (2,800만 유로 규모)

ㅇ 공동훈련, 특히 해상훈련에 대한 논의는 물론 남중

ㅇ EU는 총 2,400만 유로, 독일 정부는 총

국해 행동규칙(CoC) 협상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400만 유로를 SUPA 사업에 기여함.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아세안 이탄습지관리 전략(ASEAN Peatland

공동 성명*을 채택함,
*

Joint

Statement

Management Strategy)의 목표 달성을 위
on

Advancing

Partnership

해 마련된 동 사업은 역내 지속가능한 이

for

탄습지 관리,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산불

Sustainable Security

- Mark Esper 미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상 중국의 활

위험 관리, 월경성 연무 오염 경감을 집중

동에 대해 비난

적으로 지원할 계획
- 역내 이탄습지 산불 관리 및 원인을 파악

※ 중국 Xinhua 통신은 11.13(수) ADMM+ 참여국가들

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은 중국 광시자치구인 귀린(Guilin)에서 공동 대테러

- Igor Driesmans 주아세안 EU 대사는

훈련을 개시하였다고 보도

SUPA 사업 출범식에 참석하여 아세안의

- 약 800여명의 군인, 10개 전투기 등이 참여 / 아

회복탄력성(resilient)과 지속가능한 이탄

세안 군의학 센터(ASEAN military medicine

습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

centre, 방콕)도 참여

한다고 언급
ㅇ SUPA 사업은 크게 독일 국제협력사업단
(GIZ)이 주도하는 정부차원의 접근방식과
세계자원기구

인도네시아

지부(World

Resources Institute Indonesia)와 말레이시
아 열대우림보존연구센터, IDH 지속가능한
교역 이니셔티브가 주도하는 비정부 접근
방식으로 나뉨.
ㅇ Dato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SUPA 사업은 아세안-EU 고위급 환경 기후
변화 대화, 아세안 생물다양성 보존관리 사
업과 함께 역내 산림 및 이탄습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지식공유
사업임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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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아세안

경쟁

컨퍼런스(ACC*)

개최

(11.14-15, 프놈펜)

(한-아세안)

동남아내

한국의

단단한

입지

(11.19, Bangkok Post)
* 칼럼니스트: Kavi Chongkittavorn, 역내 유명 아세안

* ASEAN Competition Conference

전문 언론인이며, Surin Pitsuwan 전 아세안 사무총

ㅇ 이번 컨퍼런스는 ‘이정표 확보 및 도전과제
해결(Attaining Milestones and Addressing
Challenge)’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경쟁분

장(2008-2012)의 자문관으로 활동

ㅇ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 정
세 속에서 11.25-27간 부산에서 한-아세안,

야 전문가, 학계 및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한-메콩 미래를 다져나갈 것임.

참석함.

- 한반도 문제에만 매몰되어있던 중견국(한

- 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개

국)은 이제 대륙 동남아와 해양 동남아

회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에서는 경쟁법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이 모두 발효된 상태이고, 캄보디아는 자

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시도 중

체 경쟁법을 입안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하에 한국은

돌입한 상태라고 언급

경제성장 엔진인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

- Micheal Tene 아세안 총무 담당 사무차

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상정

장은 2007년 아세안 경쟁분야 전문가 그
룹(AEGC:

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설립 이후 많은 성과를 거

ㅇ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확신과 집념
(personal conviction and persistence)은 이

두었으며, 역내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 문

미 한국의 대아세안 접근에 있어 변화를 만

화를 도입하고 반경쟁행위를 수사할 수

들었다고 평가됨.

있도록 해당 국가기관의 역량 강화에 크

- 재임 23개월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게 기여했다고 평가

방문하였고, 한국은 非헤게모니적이며 강
압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독특한 특징을

ㅇ 역내 디지털 경제 부상으로 전자 상거래

부각하는데 성공

및 인터넷 지불 결재 시스템 등 다양한 형

- 한-아세안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많이 발

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면서 경쟁법 도

전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아세안 인

입이 여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임.

프라 사업 투자는 2018년 기준 110억 미
불 이상으로 확대, 한-아세안 방문객수는

ㅇ 아세안사무국과 캄보디아 상무부가 공동으

1,170만명 달성

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독일 GIZ과 아

- 아세안은 한국의 2위 교역국, 양측 교역

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FTA) 경제협

액은 약 1,600억 미불 달성

력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마련됨.

-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 비
해 한-아세안 우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

ㅇ 차기 회의는 2021년 개최 예정임.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
ㅇ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이 보는 아세안의 역할은
주로 평양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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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안 경제 성장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것만이 한-

성장

아세안 우정의 지표(barometer)로 인식
ㅇ 1992년 채택된 남중국해 선언(Declaration
ㅇ 그러나, 2017년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

on the South China Sea), 2002 남중국해

세안 문화원이 개원되었고, 2018.8월 대통

이해당사국 선언(DoC), 2017년 CoC 프레

령

설립되었으며,

임워크 및 2018년 CoC 단일 협상 문안 초

2019.5월 (외교부내) 아세안국이 신설된 것

안 등에 반영되었듯이 중국 정부는 역내

은 한국 외교정책에서 신남방정책의 제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가 있음.

화를 의미함.

- 그러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과 서로간

직속

신남방

특위가

-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전 외교차관 출신

의 입장차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으로 역대 대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the

중국 경제의 부상과 군사의 현대화는 역내

most senior official) 인사

국가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CoC를 둘러

-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아세안,

싼 긴장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아우르는 신남방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

ㅇ 한편, 일명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분석

수장격인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
평양'을 표방하며, 대외적으로는 아세안의

ㅇ 신남방정책은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3대 원

중심성과 단결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

칙하에 총 16개 의제를 설정함.

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도를 떠오르는 글로

- 총 57개 구체 사업이 이행될 예정이며,

벌 선두주자라고 부추기고, 일본의 역내 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한의 역내

더십을 지원하고 있음.

협의체 참여 독려에 있어 아세안의 보다
ㅇ 약 20년전 Geoffrey Till*은 그의 저서인 "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양강국: 21세기를 위한 가이드 (Seapower:
ㅇ 이번 특별정상회의 이후, 한-아세안은 강대

A Guide for the 21st Century)”를 통해 현

국간 대치상황과 글로벌 양극화가 심화되

대국가들이 지역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

는 현 상황에서 편견 없이 긴밀히 협력해

자국의 이익과 영토 확장을 위해 해군력

나갈 필요가 있음.

증대에 집중할수록 제로섬 게임과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함.

(중-아세안) ‘해양경제'에서 인도태평양 안정으

* 영국의 유명 군사 해군 역사학자이면 런던 King's

로 (11.20, Jakarta Post)

College 소속 해군 국방센터 교수, 그의 저서

* 기고인: Angel Damayanti, 인도네시아 기독대학교 사

Seapower는 2001년 발간

- 인도태평양의 상황은 사실 매우 취약

회과학부 학과장

ㅇ Huang Xilian 전 주아세안 중국대사의 11.2자
Jakarta Post 기고문과 같이 새로운 시대에

(vulnerable)하며, 정기적인 공동 해양관
리 협의체가 없다면, 인도태평양내 국가
들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아세안-중국 관계 형성은 매우 시의적절함.
- 중-아세안 간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20년간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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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11.4, 방콕)에서
중-아세안

해양경제

파트너십

Blue

Economy

(China-ASEAN
Partnership)에 합의

주요 기사 및 논평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언론과 학계
의 평가 (11.20, 자카르타)

-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 10
개국에 인도태평양 연계성을 실현하고

※

Centre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

씽크탱크인

Habibie

아세안

정상회의

제35차

올해 아세안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워
크숍을 마련함.

ㅇ ‘녹색경제', ‘해양경제' 개념은 2012년 브라질

- 주요 연사: Endy Bayuni Jakart Post(인도

리우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개발 컨퍼런
Conference

유명

(11.2-3, 방콕)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하자고 제안

스(UN

인도네시아의

on

네시아 대표 영문 일간지) 선임 편집위원과

Sustainable

Dandy Rafitrandi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

Development)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해양

구소(CSIS) 경제 연구원

환경보존, 지속가능개발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가. Endy Bayundi Jakarta Post 선임 편집위원
발표 주요내용

ㅇ 중-아세안 간 포용적이고 협력하는 해양경제

ㅇ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Trump 대통령 또

파트너십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음.
- 특히 역내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양자

는 Pence 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

원에 의존하고 있고, 인도태평양이 해양

용이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부각된데 반해,

커뮤니케이션 및 해상교역의 측면에서 전

아세안의 성과가 다소 저평가되었음.

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각종 어
종과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풍부한 천연

ㅇ

올해

아세안의

(Centrality),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성과는

아세안

단결(Unity),

중심성
다자주의

- 국가간·비국가간 경쟁 및 위협에 공동으

(Multilateralism) 및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Indonesian Leadership)등 총 4가지 측면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에서 볼 수 있음.
- (중심성) 물론 Trump 대통령이 참석하지

ㅇ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뿐만 아니라 남아시

는 않았으나,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비아

아국가의 해양 생태계 보존, 해양자원의 지

세안 EAS 8개국이 모두 참석했으며, 한

속가능한 활용, 해양과학기술 협력, 해양

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임.

참석 / 한국-일본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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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ic)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높은
- (단결) 한편, 캄보디아 야당 의원인 Sam

것으로 관찰

Ramsey는 정부의 야당 탄압을 피해 최
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단기간

ㅇ 아세안의 가장 큰 성과(biggest achievement)

정치적 망명을 한 후 태국으로의 망명을

는 해외원조(foreign aids) 또는 군사력(military

시도했으나, 태국은 아세안 정상회의 전

capability)도 아닌 외교(diplomacy)로 봄.

캄보디아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망명신청을 거절

ㅇ 한편,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역내

- (다자주의) 다자주의 측면에서는 막판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

인도가 발을 뺐으나 RCEP에 대한 원칙적

로서 FDI 주요 투자처이고, 미중 무역경쟁

타결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

의 수혜자(winner)로 보이는 가운데 중-아

- (리더십)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외

세안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협상을 어떻

교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치중한다는 의

게 이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됨.

견이 많았으나, 조코위 행정부 1기 동안

- CoC에 대한 단일 협상 문안 채택 등 성과

AOIP 채택 및 인도네시아의 유엔안보리

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중국 역시 CoC 협

비상임이사국 선출 등이 있었고, 조코위

상 기한을 2021년으로 정하는 등 예전에

대통령은 모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

비해 적극적이나,

는 등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외교의 초석

- CoC로는 영토분쟁 해결은 불가능하고 영

(cornerstone)이라는 기본 입장을 준수해

토분쟁은 양자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인

온 것으로 평가

점을 인식해야 하는바, CoC는 구속력은

- (기타) AOIP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없지만(non-binding) 모든 이해당사국이

있고 구체 사항들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

준수해야할

도 있으나, 아세안의 특성상 내용이 구체적

obligation) 성격을 띤 가이드라인이 될

이면 합의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으며,

것으로 예상

일종의

윤리적

의무(moral

‘원칙'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한 후 기대성과
및 구체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해나가는 것
이‘아세안의 방식(ASEAN Way)'

나. Dandy Rafitrandi CSIS 연구원 발표 주요내용
ㅇ 아직 RCEP이 공식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

ㅇ 한편, 미국의 역내 관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반면, 중국-아세안 관계
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정상의 아세안 정상회의 및
EAS 정상회의 불참은 이번 처음이 아니
고, George W. Bush 대통령도 아세안 관
련 회의에 자주 불참하였으며, Obama 대
통령이 유일하게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편
- 미국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태평양(Trans-Pacific)보다는

대서양(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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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7년간 이어온 협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는 의견이 많고, RCEP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50%, 세계 GDP의 1/3,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지역임.
- RCEP은 단순한 FTA가 아닌 지재권,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인 협정이며, Mari Pangestu 전 창조경제
장관(2011-14)의 제안 하에 아세안이 주
도한 경제 이니셔티브

ㅇ 난민 캠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 아세안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경제 협정

곳에는 수백만의 난민들이 미얀마의 국경

으로 Hubbard 및 Sharma (2016) 연구

에서 무방비로 거주하고 있음.

결과*에 따르면 RCEP이 결렬되고 아세안

- 미얀마는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대까지

이 보호주의의 길로 들어선다면 GDP의

로힝야인을 일반 시민으로 인정하고 의

9%가 감소할 것이나, RCEP이 타결된다면

석수까지 보장

GDP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Aung San Suu Kyi

* Understanding and Applying Long-Term GDP

가 이끄는 현정부는 Cox's Bazar에 머물

Projects (2016.6.2.) 보고서 인용

고 있는 일부 난민의 귀환을 요청하였으

-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는 동아

나, 라카인주에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아

시아에 비해 GDP 및 교역량 측면에서 비

무런 신변보장과 자유, 시민권 등은 보장

교할만한 상대가 아닌바, 그만큼 RCEP 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관찰

- 방글라데시 정부는 초반에는 난민들을 수
용하는데 비교적 적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ㅇ 한편,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

방글라데시 사회의 부담과 위협으로 인식

양 인프라 포럼’이 개최될 것이며, 해양협력,

하는 분위기가 팽배

연계성, SDGs 목표 이행 등 다양한 분야는 물
론 일본과 인도가 각각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중국의 일대일로(BRI) 및 한국의 신남방

ㅇ UN기관과 NGO들은 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
한 구호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역내 국

정책(NSP)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간 연계 방

가들은 로힝야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모른체하고 있음.
- 매우 실망스럽게도 필리핀 정부는 UN 난

아세안, 로힝야 난민 위기 문제 외면하지 말아

민고등판무관(UN

야 (11.18, Straits Times)
*

기고인:

Gideon

Lasco

내과의사겸

로힝야 무슬림과 여타 소수민족의 인권을

Raudah Yunus 연구원

보호하라고 촉구한 점을 외면(reject)

ㅇ 최근 방글라데시 Cox's Bazar 지역의 난민

-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난민

캠프에 참석하였는데, 그 곳에 거주하고 있

문제 해결에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아세안

는 로힝야 난민들은 미얀마 시민권을 거부

의

당한채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음.

유명한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

오랜

전통이자

철학인

내정불간섭

(non-interference)을 고수

- 공식적인 교육은 물론 경제활동이 불가하
-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미얀마 정부를 대상으로

인류학자,

고, UN 기구들이 제공하는 식량에만 의존

High

ㅇ 미얀마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로힝야 무슬

(Hannah Arendt)의 말을 인용하자면,
로힝야인들은 "권리를 보유할 수조차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것(stripped of the very right to have
rights)”으로 보임.

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라카인주의 평
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아세안 정상들도 이
에 기여를 해야함.
- 아세안 10개국은 단결하여 미얀마 정부가
폭력을 금지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과 보호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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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세안 외교관들은 이번 미국의 행동에 대
- 역내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로힝야 난민문

해 어느정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제를 보도하고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관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지역 이니셔티브

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

를 소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보임.

*

아세안 Blue Dot Network 참여 필요? (11.16,

-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출범한

ASEAN Post)

각종 이니셔티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

* 미국,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호주가 진행하는 공동

는 상태

프로젝트, 인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확
대하고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를 인정하는 식별(seal)

ㅇ 미국은 Blue Dot Network를 출범 하면서 ‘신

을 제공할 계획

뢰'를 키워드로 강조함.

ㅇ 미-아세안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

미국은 중국의 BRI에 대적할만한 Blue Dot

Keith

Krach

미

국무부

부차관(Under

Secretary for Economic Growth, Energy

Network를 발표하였음.

and

- Blue Dot Net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내

the

Environment)은

Blue

Dot

Network는 ‘글로벌 신뢰 표준(global trust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증진하기 위

standards)’을 제시하며, 투명성과 신뢰성

해 마련

(accountability) 제고를 기반으로 자원과

- 그러나 미국의 대아세안 외교에 대한 흥

재물 주권, 현지 노동력과 인권, 법치주의,

미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

환경, 조달 및 재정지원 관련 우수한 거버

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정상들의 Blue

넌스를 제공하는 패키지임을 강조

Dot Network에 대한 관심 저조
ㅇ 2017.1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의

ㅇ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은 과연 미국이 제시

역내 영향력은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Tang Siew Mun ISEAS 아세안
연구센터장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세기
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과의 경쟁에만 치중

한 또다른 다자경제 조약을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2017.1월 TPP 탈퇴를
천명함에 따라 TPP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가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16개월
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BRI는 이탈리아와
독일까지 확대되고 있고, 미국은 뒤늦게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시작한 거대

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싱가포르에서 개최
된 아세안 정상회의와 이번 제35차 정상
회의에 불참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

한 교역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항이 필요
하다는 경각심 감지
- Blue Dot Network는 정부 주도라기보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반면, BRI는

한 회의감 조성
- 미국 정상 대신 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전략자문관과 Wilbur Ross 미 상무
장관이 미국 대표로 참석하였는바, 올해
미-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주로 아세안 외
교장관들이 정상 대신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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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은행과 기업들이 직접 개도국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차관을 제공

안된다'라는 메시지를 선사
ㅇ 지난 4월 중국 Xinhua통신에 따르면 150개

- 1967년 창설 이후 아세안이 지켜온 아세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BRI 협력을

안 중심성은 강대국간 힘겨루기에서 아세

동의함.

안이 생존해온 방식

- 2013-18년간 중-BRI 협력국가간 교역액은
무려 6.47조 미불에 달하였으며, 중국의

ㅇ 냉전 시기 동안 아세안(당시 5개국(말레이

BRI 사업 투자액은 900억 미불 이상

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으로만 구성)은 강대국간 경쟁만 피하면 역

ㅇ Peter McCawley 호주국립대학교 경제학 교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수(전 ADB 이사)는 Lowy 연구소(호주의 대

믿었고,

표 씽크탱크)가 발행한 저널에 미국의 해외

(ZOPFAN*)이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대표적

원조프로그램은 최근 많이 감소했기 때문

인 조약임.

에 더 이상 규모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은

*

동남아평화자유중립지대조약

ZOPFAN(Zone

of

Peace,

Freedom

and

힘들며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방법 뿐

Neutrality)는 1971년 쿠알라룸푸르에서 당시 아

이라고 분석함.

세안 회원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 Blue Dot Network는 미국이 아시아 개발

싱가포르 태국) 장관들이 체결한 선언으로 동남

도상국들에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국의

아지역을 역외 강대국간 경쟁지대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문서로 평가

자본에 의존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 위한

-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전략적 상황이

일종의 게임플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맞물리면서 아세안은 역외 강대국을 역

고 부연

내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 인프라의 질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미국이

상대로 인식

짓든 중국이 짓든 도로는 도로일 뿐이며,

- ARF, APT, ADMM+ 및 EAS와 같은 아세

현재로서는 아시아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안 주도 협의체가 형성되었고, 제도화, 공

부담없이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체 건설 사업 등에 대한 관심도 생기면

나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언급

서 아세안 헌장 및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등을 채택

인도네시아, 아세안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구
체화 (11.19, EAF)

ㅇ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학계와 정책입안가들

* 기고인: Rizal Sukma, 주영 인도네시아 대사

도 혼란(disarray), 무질서(disorder) 심지어

ㅇ 아세안 정상들은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2019.6월, 방콕)에서 공식적으로 ‘인도태평
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승인 및
채택하였고, 아세안 스스로 지역질서의 미
래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에 합의함.

무정부(anarchy)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규
범(norms)은 더이상 국가들에게 중요한 가이
드라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일부 인도네시아인들은 동남아의 평화와
안정, 아세안과 동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 그러나 아세안이 마주하고 있는 전략적
도전과제들은 과거와 다른바, 다른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

새롭게 떠오른 지역질서에서의 인도네시
아의 입지 등에 대해 우려
- 지경학적 그리고 지정학적 중심은 동쪽

- AOIP 채택은 아세안과 역외 강대국으로
하여금 ‘아세안 중심성은 절대 잊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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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빠르게
강대국으로 부상

- 미국은 1945년부터 형성해온 국제질서를
해체(dismantle)하면서 여전히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ㅇ 강대국들간 힘겨루기(a great-power game)
무대는 동남아로 옮겨지고 있어 지역의 미
래는 마치 강대국간 대치 상황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며, 역외 주요 강대국들은 지역
질서 재편을 위한 독자적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고 있음.
-

AOIP는

아세안의

경제와

안보구도

(security architecture)를 아세안이 주도
하는 것이 이익(interest)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고, 진화하는 동남아 지역구도에
서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직한 브로
커(an honest broker)가 될 필요가 있다
고 명시
-

인도네시아는

AOIP가

또다른

규범

(norm-setting)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
ㅇ 인도네시아는 해양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행
해야하고,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인도태평양
의 공통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함.
- AOIP는 아세안의 단결을 위협하고 아세안
의 연관성(relevance)을 낮추며 아세안 중
심성을 와해하는 외부 압력에 대한 응답
(response)인바,
- 아세안은 더 이상 가만히 두고볼 수만은
없으며, 아세안 중심성 그리고 전략적 자
주성이라는 두가지 핵심 가치를 반드시
수호해 나갈 필요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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