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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 한국 그리고 향후 30년

EU-ASEAN 인권대화
SDG Localisation

제1차 아세안 연구 대화 개최

대표부 활동 사항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 Arirang TV 2019 한-아세안

(11.28, 서울)

특별정상회의 전문가 좌담회 출연 (11.23, 부산)

사진출처: Youtube (TBS -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출처: Youtube (Arirang TV)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유명 라디오 뉴스 방송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Arirang TV가 주관한

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안 30년 성과,
및

▲한-아세안

▲신남방정책의

▲한-아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문가 좌담회’

특별정상회의 의의

에 출연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요 논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함.

의 의제 및 성과,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

- 한-아세안 교역량은 1989년 82억미불에 불

관련,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와 다른점, 한

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약 1,600억 미불을

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아세안의 역할 등

달성, 양측 인적교류 또한 30년에 비해 거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공유함.

40배 증가하여 작년 기준 1,100만명을 달성

- 아세안은 젊은 인구를 보유한 만큼 풍부한

하는 등 아세안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거듭날 수

것 보다 훨씬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 강조

있다는 경제적 잠재력과, 인도태평양에 관한

- 한국은 아세안의 잠재력 실현을 도울 수 있

아세안의 관점(AOIP)를 통한 아세안의 역내

는 최적의 대화상대국이라는 점 부연

외교적 역할에 대해서 언급

※ TBS 시민의 방송 Youtube 채널에서 시청 가능

ㅇ 이번 좌담회에는 정해문 前 한-아세안 센터 사
무총장,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rian Chow 말레이시아 iME CEO가 주요 패널
로 참석함.
※ Arirang TV Youtube 채널에서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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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아세안 회의 및 소식

해외 언론 동향

*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 특별 회의 개최

아세안 주요 언론 보도 동향 분석

(11.19-21, 방콕)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캄보디아 총리를 제

*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Human Rights

외한 9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함에 따라, 각국

ㅇ AICHR은 올 한 해 동안 비즈니스와 인권, 환
경인권, 교육권리, 지속가능 개발, 아동 인권,

주요 언론(영문 일간지 기준)에 주요 일정 및
성과 등이 보도됨.

여성 및 장애인 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

아세안 주요 언론 보도 내용

념의 자유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였음.
- AICHR의 제도화 정비 및 역내 활동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차기 AICHR 5개

보도기간 (2019.11.25-27)
국가

매체명

주요 내용

캄보

Khmer

보호주의 비판, 한-아세안 협력

디아

Times

기금 및 한-메콩 기금 증액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아세안의

인도

Jakarta

네시아

Post

년 워크플랜(2021-2025) 마련 방안 논의
ㅇ 제3차 아세안-EU 인권 정책대화 및 제2차
미국-AICHR 협력방안 논의 등 대외협력 확

말레

제20차 아세안

이시아

육군 참모총장 다자회의 개최

(ACAMM*) (11.25, 반둥)

대자동차 공장(울산) 방문, 한-인
니 CEPA 체결 등 양자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
한-아세안 역내 평화 및 안정 도

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차기 AICHR 의장국은 베트남

역할 (주로 조코위 대통령의 현

The Star,

모, 북한을 아세안주도 지역 다

Malay

자 협의체로 유도 (마하티르 총

Mail

리의 현대 로템(창원) 방문, 수소

Inquirer,
필리핀

* ASEAN Chiefs of Army Multilateral Meeting

Philippine
Star

전차 등에 관심이 주로 부각)
한반도 비핵화,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전통 비전통 안보 문제 (초
국가범죄, 테러, 급진주의, 사이

ㅇ 이번 회의는 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신임

버 범죄 대응)
리센룽 총리가 주요 키워드로 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은 테

급 (다자주의 무역 정신 수호, 사

러리즘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철저히 대
비해야한다고 강조함.

싱가

- 특히 역내 테러공격은 초국가범죄, 급진주의

포르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

Channel

이버 안보, 한-아세안 항공 서비

News

스 협정 중요성 강조, 실용적이

Asia,

고 지속적인 한-아세안 대표 사

Straits

업 및 이니셔티브 남길 필요)

Times

* 11.29(금) ‘한국의 아세안 중

이 주된 원인인바, 테러리즘 예방 활동에 노력

시정책은 시의 적절’이라는 논

해야한다고 언급

평 발표
EEC(동부경제회랑)의 한국 기업

ㅇ 아세안 10개국 육군참모총장들은 아세안이 군사협력
을 강화하여 테러리즘 및 급진주의 같은 비전통안보

태국

Bangkok

진출, 법무부-태국 노동부 불법

Post

노동자 해결 MoU 체결에 관심,
경제협력에 초점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를

- 다수의 아세안 언론은 이번 특별 정상회의 성과

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물품 조달 및 인도주의

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함.

책 2.0.발표에 따라 향후 구체 사업 발굴 및 이
행에 대해 기대감 표명

- 3 -

- 다자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중요성, 한반도 비
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등에 대한

ㅇ 동남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온 일본

내용 강조

기업인에 따르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역내 일

- 아세안 10개국 정상 가운데 Mahathir 말레

본의 영향력을 따라잡고 있으며 동남아에서의

이시아 총리와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임.

통령의 활동이 특히 부각

- 이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에게
배포된 홍보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아세

문 대통령 및 BTS, 아세안 정상들 환대 (Asia Times)

안 교역액은 1,597억 미불, 한국의 대아세안

* 기고인: Andrew Salmon, 영국출신의 아시아 전문 저널리

투자액은 85억 미불, 인적교류는 총 1,140만

스트로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활동, BBC, CNN,

명을 기록하였고, 한국-동남아 항공편수는 매

Daily Telegraph, NY Times, The Times 등에서

주 1,200편 운행

활동, 201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영제국훈

-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볼 때, 한류는 특히 동

장(OBE)을 받음.

남아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상황

ㅇ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큰 외교
행사인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이틀

ㅇ 아세안은 6억 5400만 인구와 2.9조 미불 GDP

간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지대로서, 비즈니스 잠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가운데 9개국(훈센 캄

력이 풍부한 지역인 것은 확실하나, 한국 기업

보디아 총리 불참) 정상이 모두 참석하였음.

들은 아세안 10개국을 포괄적으로 바라보기보

- BTS는 아세안 정상들 앞에서 축하 공연을

다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비즈니스

하였고, Reed Hastings Netflix CEO, 빅히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방시혁 등 유명인사

대 아세안 투자 가운데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

들이 콘텐츠-기술 융합에 관한 강연을 실시

중은 무려 43%임.

-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완료한 문 대통령은

- 이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한-아세안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모두 양자회담을

CEO 서밋에는 500여명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가질 계획

참석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림산업, 삼성
C&T, 롯데 케미칼, 포스코 등을 포함한 한국

ㅇ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과 한-아세안

기업들이 아세안의 주요 하드 인프라 건설

FTA 발효 12주년을 기념코자 개최된 이번 회

사업(브루나이 교량 사업, 베트남의 최초

의의 주요 핵심 과제는 무역, 투자 및 문화 간

LNG 터미널 건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및

연계(ties)임.

철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신

-

특히

10월에

마무리된

한-인도네시아

남방정책은 다소 비현실적(unrealistic)일 수

FTA(CEPA)가 관심을 끌었으며, 향후 캄보

있는데, 동남아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 협

및 전략적 도전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상에도 귀추가 주목

도와주는데 다소 무력(impotent)하기 때문

-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 중국이 주도한 RCEP*
도 체결할 계획
* RCEP 주도권을 보는 시각은 저마다 다 상이한데,
아세안은 인도네시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RCEP
을 주도하여 아세안 주도라고 보는 반면, 일각에서
는 일본이 RCEP 협상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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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한 협의체
(consultative

council

on

smart

city

ㅇ 이 와중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불참은 언론의

projects) 출범

주요 관심을 끌었음.
- 한국의 전 고위 외교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ㅇ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의존적인 한국의 수출경

다자외교 경험이 전무한 김정은이 이번 특

제구조를 RCEP을 통해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하였

별정상회의를 참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으나, 이번 정부의 외교정책이 성과 면에서 ‘A'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받기는 힘들다고 봄.

적하면서, 북한에서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TAAHD(고

김정은이 다자회의의 일원으로 참석한다는

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 추진으로 인해 중

것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obstacle)이며,

국과의 좋지 않은 관계(poor relations)를 그

-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직면한 문제보다는 ‘희

대로 떠안았으며,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망'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관측

경제적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 ‘평화 경제(Peace Economy)'를 통해 북한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불참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

(11.25, Nikkei Asian Review)

화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나 북미협상은

ㅇ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11.21(목) 적절한 시기가

여전히 경색 국면

아니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 도쿄와의 복잡한 역사적-외교적 무역 씨름

특별 정상회의 초청을 공식 거부(decline)함.

(trade spat)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사실상

-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최악의 시기이며,

통해 김정은의 국제 다자 무대 데뷔(debut)를

-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이

돕길 희망했으나,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의 직접 대화를 선호

행정부는 말도 안되게(gob-smacking) 방위 분

-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담금 5배 인상을 요구

의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일이며, 북
한은 정치적 쇼 보다는 금전적 지원을 희망

ㅇ 한-아세안 관계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

한다고 분석

을 멋지게 꾸미고(gloss), 그의 업적(legacy)으로 남

- Leif-Eric Easley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길 수는 있으나, 아세안이 한국이 직면한 거시적

북한은 이번 정상회의를 대가없는 공허한

(macro)인 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돕거

외교(empty diplomacy)로 인식하고 있는바,

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협상을

의 문제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과 제조업 및 수출 공급망이 긴밀하게 얽힌 한
일 간 무역 씨름을 타개하는데 한-아세안 관계가

ㅇ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세안 정

도움이 될지는 불명확(unclear)

상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 아세안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북한-러시아가 미
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경계(face-off)하고
있는 지역인바, 사실상 아세안은 동북아의 안보상
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zero influence)

하였으나, 이것과는 별개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한국의 외교 다변화를 위해 마련된 신남방정
책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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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으며, 산업화가 진행 중이고, 중산층
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과의 경제적 협력

- 둘째, 한일관계는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한국

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

사회내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

-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간 비핵

태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화 협상을 조력하기 위한 아세안의 지지와

상황

역할도 당부

* 한국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미국이 2009년 출범한
메콩우호국(Friends of LMI(Low Mekong Initiative)의

- 이번 회의 계기 주요 성과로는 한-인도네시

일원으로 참여

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체결,
금융 산업 협력, 연계성 및 스타트업 협력
등이며, 한국은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의

ㅇ 한국의 메콩협력 및 연계 관련 현실적 방안은
독자적인 한-메콩 협의체를 통한 중국과 일본

FTA 협상 마무리도 희망

심지어 미국도 견제하는 것임.
- 한국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한국 독자의

ㅇ 아세안은 한국의 2번째 교역상대로 작년 기준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의 인프라(도로,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14%를 차지함.

다리, 철도, 항구 등) 개발로 인한 경제적 혜

- 특히, 베트남과의 교역은 2010년 20억 미불에

택 기대

서 18년 683억 미불로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 ICT 기술을 적용하여 메콩지역의 농촌을 개

와 LG 전자가 베트남에 스마트폰과 가정용

발하고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기술을

전자기기 생산 공장을 설립

이용하여 농수산물 수확을 모니터링 할 수

- 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베트남 진출의 성공

있는 틈새 협력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

사례를 여타 아세안 회원국에서도 실현할 필

-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복

요가 있다고 조언

원, 실시간 강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
하여 메콩지역의 수자원 관리 지원 가능

한국은 메콩강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까?
(11.28, Straits Times)

ㅇ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문화관광, 인적
* 기고인: Shawn Ho 난양공대 RSIS 연구소 연구위원

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ㅇ 메콩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하에 매

및 비전통안보 도전과제 등 총 7개 우선 협력

우 중요한 지역으로 연 평균 경제 성장률 6%,

분야를 지정함.

2억 4천만 인구 규모의 잠재력을 지닌 지역임.

- 상기 7개 우선분야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수

ㅇ 이번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메

익성을 고려했을 때, 민관 파트너십이 필수

콩-한강선언(Mekong-Han River Declaration)’
에 따르면, 중국 또는 일본과 같이 역외 국가

ㅇ 한국은 올해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계기,

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에 대해 강조하고

한-메콩 정상회의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

있는데, 현실적으로 선언에 명시된 ‘시너지' 발

였으며,

현이 어렵다는 의견임.

(recognition) 및 재강화(reinforcement)한다는
*

- 첫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은 중국과의 긴
밀한 협력을 희망하지 않으며, 북한의 성공
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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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임.

이는

곧

아세안

중심성의

존중

진영 행안부 장관 기고문: 공동번영의 파트너로서

ㅇ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의 아세안 (11.27, Jakarta Post)

박항서 축구 코치는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

ㅇ 11월초 프랑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오던 인

로 부상했고,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동

도네시아 정부의 통합 데이터 센터 설립에 한

남아의 평균 시청률 40%를 기록하는 등 인기

국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보도

를 구가하고 있음.

되었음.

- 자카르타, 호치민, 방콕 그리고 여타 동남아
도시들은 BTS에 열광

-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시장은 한국 IT 기업
으로서는 아직 개척하지 못한 땅이며, 아직

ㅇ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공동의 번영을 향

까지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전무

해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그러나, 4년전 개소한 한-인니 전자정부 협
력센터(Korea-Indonesia

E-Government

Cooperation Centre)를 통해 지식과 노하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아세

를 공유하면서 한국은 신뢰의 파트너로 거

안 정책 ‘중간 평가' (11.25, Straits Times)

듭나는 중

ㅇ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 부산에서 취임
이래 가장 큰 외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음.

ㅇ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30년간 파트너십 관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아

를 이어오고 있고, 2018년 양측 교역액은

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

1.591억 미불을 달성함.

의 ‘중간 평가’가 될 것

- 한-아세안 방문객 또한 30년 전 100,000명에서

- 문 대통령은 아세안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과

100배 이상 증가한 1,100만명 기록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야

- 아세안은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다고 강조

를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든든한 조력자이고,
북미 정상회담 2차례 모두 아세안에서 개최

ㅇ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아세안 교역량은 무
려 20배 이상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2,000억

ㅇ 한-아세안 관계 3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되는

미불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
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

ㅇ 이번 회의에는 교역, 투자, 인프라, 농업, 의료,

겠다고 하였으며, 경제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

국방,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

예술, 기술,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아세안과

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계획이며, ‘공동 비

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함.

전 성명'을 채택하고 신남방정책 2.0.을 제시할

- 행안부는 이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한-

계획임.

아세안 행정혁신 전시회 및 장관급 라운드테
이블을 개최

-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들이 우수 행정 사례를 선보이는 행정 서비

-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서로의 행정 서비

스 혁신 전시회도 마련되었으며, 한국은 5G

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기반의 재난 긴급 대응 시스템 및 스마트 교

모색해나갈 계획

통 관리 시스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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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은 일

ㅇ Leif-Eric Easley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반 시민들이 아세안에 대해 더 많이 접하고

는 신남방정책이 동남아의 역량강화를 돕고 북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갖추고 있

한이 지역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고,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시민들의 인식제고

도록 측면으로 지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

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장 대표적인 외교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함.
- 한국이 아세안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면, 인태

한-아세안 파트너십 관계는 돈독해졌지만 업적으

전략 또는 일대일로 중 택일 없이 미중 경쟁

로 남을만한 사업은 없어 (11.27, Straits Times)

사이를 현명하게 헤쳐나 갈 수 있다고 분석

ㅇ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다양
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고, 한국은 기술,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신남방정책이 남북관계

물류, 안보, 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서 아세안

개선이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국가들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렵다고 분석함.

-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대 자동차
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Deltamas에 2021년까지

동부

지방

약 15억 5천만 미

불 규모의 자동자 제조업 생산라인을 투자하
겠다고 발표한 점
- 내년 싱가포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
립하여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중소
기업을 지원할 계획
ㅇ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
권의 신남방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
으나 한-아세안 그리고 양자 차원의 사업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고 분석하고, 신남방정책의 혁신성과 길이 남
을 업적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을 해야한다고
부연함.
ㅇ Shawn Ho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연구원 또
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그니처 성격의 이니셔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인태전
략과 같이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한-아세안 관
계의 지속성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사업을 발
굴할 필요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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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tudies Network) 설립 방안 등을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협의함.

제29차 아세안 포장식품 실무그룹(PFPWG), 영
양성분 표기에 관한 워크숍 참석 (11.16-17, 자

제3차 아세안-EU 인권정책 대화 개최 (11.27,
브뤼셀)

카르타)
ㅇ 공동의장: Amara Pongsapich AICHR 태국

* Prepared Foodstuffs Working Group

대표 - Eamon Gilmore EU 인권

ㅇ 이번 워크숍은 EU의 협력사업인 ARISE

특별대표

Plus*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 10개
국, 아세안사무국 및 ARISE Plus 에서 식
품안전 및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

ㅇ 이번 대화 참가자들은 국별 인권 기구, 표현
의 자유, 의견 및 정부의 자유, 종교와 신념

이 참석하였으며, 역내 통일된 영양성분

의 자유를 포함한 폭넓은 인권 이슈에 대해

표기 방법에 대해 논의함.

의견을 교환함.

* ARISE Plus(The Enhanced ASEAN Regional

- 여성 권리, 아동권리, 소년원 문제, 국적

Integration Support from the EU)

취득에 관한 권리, 인신매매, 인권에 미

(2017-2022)
양자차원의 역량개발 사업 및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치는 기후변화와 비즈니스-인권 간 관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지원하는 EU-ASEAN 경제공동

등에 대해 논의

체 분야 협력 사업

- 아세안과 EU는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증

- 무역관련 규제 및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지재권,

진하고 보호할 것임은 물론 특정 집단을

표준, 관세 및 교통, 민간 항공분야 전문가 대화

향한

및 정책 대화는 물론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농

증오

스피치,

역정보

*

업 개발을 위한 EU의 기술 지원과 지속가능소비

(disinformation) 에 대응키로 합의

및 생산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이전 등 지원

*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혹은 부정적인 정보

- ARISE Plus 사업팀은 EU 회원국의 경제 전문가

- 양성평등 문제, 여성 및 소녀 폭력 근절,

5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세안 사무국에 입주,

아동노동착취 근절을

1차 ARISE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는 아세안사무국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경제공동체국(AEC Department)의 경제통합모니

- EU는 특히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복잡한 라카

터링국(AIMD) 설립

인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

- 참가자들은 아세안 식품 영양성분 표기를
위한 로드맵 제안

ㅇ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과 EU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도 참석하여 역내 인권보호를 위한

아세안 연구 대화 개최 (11.27, 자카르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

* ASEAN Studies Dialogue

ㅇ 아세안 사무국이 주관하고 독일개발협력단
(GIZ)이 후원하는 이번 연구 대화에서는 아

ㅇ

세안 학자들간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방안
이 논의됨.
ㅇ 아세안 비전 2025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아세안 연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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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대표들은
EU 초청으로 4일간 브뤼셀과 비엔나를 방
문하여 비엔나에 위치한 EU 산하 유럽연
합기본권기구(Fundamental

Rights

Agency)를

이사회

방문하고,

EU

(European Council)에서 인권 관련 협의를
진행함.

위생, 주거 및 교육 서비스 접근 문제가

주요 보고서

있고, 소득 불균형뿐만 아니라 디지털 불
평등(digital inequality)* 및 공간적 불평

‘아세안의 SDG 현지화(localisation): 정책마련

등(spatial inequality)** 문제 상존

및 이행' 보고서 발간 (11월)

* 2018년 Huawei Global Connectivity Index

* SDG Localisation in ASEAN: Experiences in Shaping

(브로드밴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빅 데이

Policy and Implementation Pathways (아세안사무국,

터, 사물 인터넷)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주아세안중국대표부, UNDP 아시아태평양 본부 공동 마

79개국 가운데 세계 2위인반면 인도네시아는

련), 동 보고서는 '아세안-중국-UNDP 심포지움: SDG

64위,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인터넷

목표 이행의 현지화' (8.21-22, 시엠립)에서 논의된 주

접속율이 매우 낮은바, Index에 미포함 ▸ 정

요 내용을 토대로 마련

보력의 격차를 의미

- 주아세안중국대표부는 UNDP 아시아태평양 지부

- 싱가포르 (2위), 말레이시아 (32위), 태국

와 함께 2016년부터 아세안의 SDG 이행 측면 지

(51위), 필리핀 (57위), 베트남 (61위), 인

원을 위해 매년 SDG 심포지움을 개최

도네시아 (64위)
**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 및 복지와 같은 기본
서비스와 자원의 양이 불균형하여 빈곤이 지

※ SDG 현지화의 정의: ▲국가-지역정부가 SDG 목

속됨을 의미

표 이행을 위해 정책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
한 환경 조성, ▲지역차원에서 연관이 있고, 적용

-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사

가능하며, 달성할 수 있는 SDG 목표(총 17개)를

회 취약계층의 생존 보장권 및 안정성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화, ▲협력 및 재원조달을 위

더욱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로

한 파트너십 강화 및 SDG 관련 이니셔티브 이행

인해 극빈층(extreme poverty)으로 전락
할 가능성 다대

※

아세안

10개국별

SDG

이행

성적

(출처:

dashborads.sdgindex.org)

ㅇ 아세안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점수 (100점

소득과 관련 없는 빈곤 및 불평등 문제는

국가

글로벌 순위

태국

40위

73.0

베트남

54위

71.7

싱가포르

66위

69.6

-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가-지역 공동체 간

말레이시아

68위

69.6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통일성

필리핀

97위

64.9

(cohesion), 조정(coordination) 및 협력

인도네시아

102위

64.2

(coordination) 필요

미얀마

110위

62.2

라오스

111위

62.0

캄보디아

112위

61.8

브루나이

순위 밖

만점)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이며, SDG의 현지화
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방법
을 찾아야 함.

- SDGs 라는 글로벌 목표를 지역공동체 계
획으로 통합하는 방법 강구
- SDG 관련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파트
너십 강화 필요
- SDG의 효과적인 현지화 달성을 위한 가

ㅇ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은 빈곤 경감(poverty
reduction)을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아세안의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장애물은 잔존함.
- 소득과 관계없는 빈곤 문제 가운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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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장벽은 바로 제도와 거버넌스 시
스템의 취약성

정책 권고사항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본 데이

① SDG의 현지화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터 제공
- (필리핀 사례) 공동체 기반 모니터링 시스

‘정책 실현 (enabling policy) 및 제도적 환

템(Community-Based

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이 중요함.

Monitoring

Systems)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경제·

- SDG 정책 이해관계자들간 정책 일관성,

사회 데이터 수집

통일성, 조정 및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 정책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국가, 지역

④ SDG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공공 재원 및

차원에서 SDG 관련 전략 이행을 면밀히

민간 투자 필요

모니터링하고 SDG 달성도를 분석할 수 있

- (캄보디아 사례) 프놈펜 일부 지역을 경
제특구(SEZs)로 지정하여 인프라 구축과

는 감시 제도(oversight institutions) 필요

산업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 독려

- (중국 사례) 중국 정부는 SDG 시범 지역
(SDG Pilot Zone)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다양한 기구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SDG

⑤ 혁신

달성을 위한 공공지출 재편성 및 전반적

- 범부처·범분야(cross-cutting)이 중요성을
감안, 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SDG 달성

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정책 혁신을 위
한 효율성 제고 중요

②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아세안 회원국은 시민사회기구(CSOs)의

- (태국 사례) 민관합동 파트너십(PPP) 협력

역량강화를 돕고, 여성 및 청년들이 SDG

을 통해 공공조달, 공공 인프라 증진 및

이행 우선순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조성

SDG 달성을 위해 노력 중

-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토

- (인도네시아 사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혁

지역 정부는 공공 교통 문제 해결을 위
해 민관이 협력하여 교통체증 해결을 위

신과 기술공유 기대
- (베트남 사례) 호치민의 경우, 사회영향혁
신(social impact innovation)을 통한 청년
참여를 증진하는 전략을 채택
- (태국 사례) 공공-민간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분야의 SDG 이행 참여를 독려
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부정부패 감소의 효과 달성
③ 데이터 생태계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별
기관들 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개선 필요
- (캄보디아·라오스 사례) 캄보디아와 라오
스 정부 기관들은 국가 및 지역차원의
재난관리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며,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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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범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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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