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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누구의 이니셔티브?

아세안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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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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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Ipsos

Business Consulting 기업에서 2018.10-12월간 3,900
명의 응답자(401개 아세안 기업, 184개 아세안 시민단

ㅇ Motegi 일 외무상은 2020년부터 3년간 아
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30억 미불(3300억
엔) 규모의 민관합동투자 및 차관을 제공할

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ㅇ 이번 보고서는 아세안에 대한 아세안 국민
들의 인식 및 아세안 정보 획득 루트를 파

계획이라고 함.

악하기 위해 마련됨.

- 주로 질적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6%의 응답자가

개발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며, 각종 투자

아세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와 차관을 통해 아세안-일본 파트너십

10명중 9명의 응답자가 스스로를 ‘아세안

강화 기대

시민’이라고 인식

ㅇ 질적 인프라 이외에도 여성 기업인, 소기업
및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 지원도 추진할

ㅇ

계획임.
- 3,300억엔 가운데 약 1300억엔(12억 미불)은
JICA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에 지원 예정

동

보고서는

일-아세안

통합기금(JAIF:

Japan-ASEAN Integration Fund)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보고서

출간식에

참석한

Akira Chiba 주아세안 일본 대사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아세안 중심성 및

ㅇ 아베 총리는 일-아세안 정상회의(2019.11.4,
방콕)에서 일본의 대 아세안 투자 및 차관
프로그램을 발표한바 있으며, 일본은 JICA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할 계획이라고 함.

단결의 지속성과 강화가 기대된다고 함.
- 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 사무차장
은 내년 아세안 정체성의 해(2020 Year
of ASEAN Identity)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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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주요 내용 (아래 표 참고)
질문
1. 아세안에 대해서 얼마
나 잘 알고 있는가?
2. 아세안 정체성
3. 아세안 국민들을 단
결시키는 주요 요소
는 무엇인가?
4. 아세안 국민들은 아
세안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5. 아세안의 미래

6. 아세안의 미래를 위해
강화해야할 분야는?

7. 주요 정보 루트는?

8. 아세안이 공동체로
얻는 혜택은?

9. 아세안 주요 개발 분야?

10. 아세안으로 부터 얻
는 혜택?

결과
아세안을 알고 있다 (96%)
아세안 3개 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다 (33%)
10명 가운데 9명이 아세안
국민이라고 인식
경제 (77%), 전통 및 가치
(55%), 공통의 비전 (54%)

아세안-호주-뉴질랜드 경쟁법 및 에너지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2.4-5, 자카르타)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의 에너
지 산업이 직면한 경쟁법 관련 이슈 문제
를 논의하였음.
ㅇ 필리핀측 관계자는 전력분야 개혁은 모든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 분야이며, 워크숍

매우 긍정적 (32%), 긍정적
(51%), 중립(15%), 부정적
(1%), 매우 부정적(0%)

참석자들은 각국 에너지 공급 및 효율성
제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함.

매우 낙관적 (29%), 낙관적
(48%), 중립 (20%), 덜 낙
관적 (2%), 낙관적이지 않
음 (1%)
응답자 절반이 정치안보 강
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테러리즘, 초국가범죄 및
마약 밀수 대응 (47%),
역내 평화 및 안정
(47%), 인권 (45%), 부
정부패 방지 및 굿 거버
넌스 증진 (42%)

- 경쟁제도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
인 전력비 공급 체계를 제공하고 효율성
을 제고한다고 설명
ㅇ 이번 워크숍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경제협력지원 프로그램 하에 다각적 경쟁
법 이행 프로그램(CLIP*)의 일부로 진행됨.
* Competition Law Implementation Programme

- CLIP 사업은 현재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

TV (69%), 인터넷 (66%),
소셜 미디어 (50%), 신문
(41%), 라디오 (23%)
경제 성장 (72%), 평화 및 안
보 (64%), 아세안 문화 및 유
산 보존 및 증진 (51%), 더
나은 삶 (51%), 취업 (40%)
자유 무역 (47%), 지역 관
광 (43%), 역내 안정 및
평화 (40%), 아세안 정체
성, 유산 및 문화 인식
(40%), 인도주의 및 긴급구
호 협력 (39%)

고 있으며, 각종 기술 및 지식 공유를 통
해 아세안 경쟁정책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아세안-호주 차세대 지도자 포럼 (11.29, 자카
르타)
ㅇ 호주 외교부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사업인
‘Australia Now! ASEAN 프로그램*’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주아세안 호주 대표부

응답자 5명 가운데 4명이
아세안 통합으로부터 혜택
을 얻는다고 응답
- 아세안 10개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
(61%), 아세안 회원국에
서 취업 가능(50%), 아
세안 회원국에서 학업
가능 (44%), 아세안 회
원국에서 저렴한 가격으
로 상품 구입 가능
(44%), 안보보장 (42%)

와 아세안-호주 전략적 청년 파트너십 후
원으로 마련됨.
* 호주 외교부는 매년 파트너 국가 또는 지역을 선정하여
호주 문화를 알리고 호주-파트너 국가 간 인적교류 사
업을 연중 진행하는 Australia Now!를 대표적인 공공외
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파트너는 ASEAN

- 약 40여명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아세안-호주 관계에 관한
지식 함양 및 이해 제고를 목표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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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SI*)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ASUS
ㅇ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축사를

우선분야, 행동계획 및 툴킷(Toolkit) 개발에

통해 아세안과 호주의 오랜 대화 관계를

대해 의견을 교환함.

강조하고, 특히 호주가 아세안의 교육 및

* Lead Implementing Body- Sustainable Infrastructure

인적교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사

는 아세안 10개국 스마트 도시 기관장들이 모여서 아

의를 표명하고, RCEP 참여국으로서 지역통

세안 마스터 플랜 2025(MPAC 2025)내 지속가능 인프

합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함.

라 개발 논의를 주도하는 협의체로 2018년 싱가포르
가 아세안 의장국이었을 당시 출범, 매년 2번 정기회
의를 갖고 아세안 의장국이 LIB-SI 의장직 수임

ㅇ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패널토론, 문화
활동 및 기술 개발 워크숍 및 아세안 사무

ㅇ 참가자들은 국별 지속가능 도시화를 위한 프

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로그램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패널토론에는 아세안 외교단과 호주 국립
대학교,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ㅇ 이번 포럼은 독일 개발협력단(GIZ)에서 후원함.

Tokopedia 및 Grab 등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참석
제4차 아세안-스위스 공동 부분협력위원회 개
최 (11.29,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Hoang Anh Tuan 아세안 정치안
보 사무차장, Raphael Nageli 스
위스 연방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ㅇ 스위스가 2016.7월 아세안의 부분 대화상대
국 지위를 확보한 이후 아세안-스위스 협력
진전 현황을 확인하고, 아세안-스위스 실질
협력 분야(2017-2021) 이행 협력을 점검함.
ㅇ 양측은 향후 사이버안보, MSMEs 개발, 4차 산
업혁명, 관광, 공중보건, 폐기물 관리, 연계성,
개발격차 해소,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지뢰
제거, 수자원관리,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
크(ASCN) 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아세안 지속가능 도시화 전략(ASUS*) 사회화
포럼 (11.28-29, 자카르타)
* ASEAN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

ㅇ MPAC 2025 지속가능 인프라 이행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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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에 왕래가 가능할 것이며, 역내

언론 보도 및 논평

공급망 연계로 미얀마의 산업 발전이 가속
화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의

초지역적

corridor) 건설 본격화

회랑(trans-regional
(12.2, Nikkei Asian

※ ADB가 EWEC를 대표적인 메콩 소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행 중

Review)
ㅇ 태국-미얀마 간 새로운 교량 사업이 착공함
으로써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동서경제
회랑(EWEC) 실현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짐.
-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잇는 EWEC
는 메콩 지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Termask Chalermpalanupap 박사* 인터뷰) 올
해 아세안에 대한 평가 (12.4, Diplomat)
* ISEAS 아세안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前 아세안사무국 정치
안보국 국장 (1993-2012))

ㅇ (태국의 의장국 수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B+ 또

재편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캄보디아
의 인도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 것으

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평가함.
- Prayut Chan-o-cha 총리는 올해 3.24 드

로 예측

디어 선거를 실시했고, 제34차 아세안 정

- EWEC이 완성되면 메콩지역의 대 중국 경

상회의(6.24, 방콕)에서 인도태평양에 관

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 아세안의 관점(AOIP) 채택
-

ㅇ 미얀마 동부 Myawaddy와 태국 서부의
Mae Sot 지역을 잇는 제2차 태국-미얀마
우호교량(Friendship Bridge)은 작년 10월
부터 개통됨.

태국에서 2019.5.3.-5 간 실시된 Maha
Vajiralongkorn (라마10세) 왕 즉위식 준비
역시 태국 군부가 장악하였고, 선거 이후
여야간 갈등 심화

- 정치 문제 이외에도 극심한 가뭄, 미중

- 태국 정부에 따르면 동 교량 사업에만 약
1억 4천만 미불 투입, 태국-미얀마가 상
품 교역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인해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
- 11월초 개최된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

- 도로 개통 시 양국은 Thilawa 경제특구
(SEZ)와 태국의 Laem Chabang 항구 간
상품 운반을 원활하게 돕는 물류 기업에
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초국경 교통
협정(Cross-Border Transport Agreement)
을 시범적으로 실시

및 관련회의가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된 것은 높이 평가하나,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인도 없이 타결된 RCEP과 미-아세
안 정상회의 및 EAS 정상회의에 미국측
에서 낮은 급을 보냈다는 점
- 태국은 비아세안 EAS 참여국을 대상으로
AOIP를 "세일즈(selling)"한 것을 눈에 띄

ㅇ

EWEC는

당초

계획(미얀마

동부

지역

Mawlamyine)에서 양곤까지 확대하였으며,
일본 주도하에 건설되고 있는 Thilawa 경제
특구(SEZ)와 연결될 계획으로 도요타 자동
차가 이 지역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 중임.

는 성과로 보고, 아세안 고령화 혁신 센
터(ACAI:

ASEAN

Center

for

Active

Ageing and Innovation) 및 아세안 지속
가능
ASEAN

개발

연구

대화

센터(ACSDSD: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udies and Dialogue) 설
ㅇ 태국-미얀마가 육로 교통루트가 완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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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것을 주요 성과로 평가

국이 북부 시리아에서 쿠르드를 떠나고,
ㅇ (인도가 빠진 RCEP을 내년 공식 체결을 예

NATO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하고 있는 가운데, RCEP이 동남아 그리

막연히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고 아태지역 교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미-아세안 특

으로 보는지에 대해) 아세안과 일본은 인도

별정상회의 아이디어는 ‘환영'한다고 볼

를 꾸준히 설득해나갈 것으로 봄.

수 있으나 트럼프가 아세안을 무시한다

- 약 6년전부터 RCEP 협상에 난항을 겪은
인도는

국내적으로

RCEP을

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아세안 미

‘反농부

국 대사 임명이 시급 (3년간 부재)

(anti-farmers)' 협상으로 오해

- 아세안은 중국 견제용으로 미국이 필요하

-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국가들은

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은 특히 메콩 소

RCEP 협상의 20개 조항(chapters)의 문

지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필요로

안을 타결한바, 계획대로 내년 베트남에

한 개발 원조를 제공 및 경제 역할 강화

서 공식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아

필요

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으로서도 제일 중

- 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 특히 종교문제는

요한 과제
-

포괄적·점진적

‘삶 또는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인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권,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 미국

(CPTPP)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은

중심의‘수사(rhetoric)'적 의견은 절제 필요

아니나, 분명히 아태지역 다자무역 증진
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세안을 ‘중심(central)'

ㅇ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대 아세안 정책에

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적 합의를 모두 이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

행하고 모든 아세안 협정을 비준해야함.

통령은 아세안-미 정상회의와 EAS에 백악

- 역외 국가들은 저마다‘아세안 중심성'을

관 전략자문관을 수석대표로 보냈고, 다수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반복(parrot)할 수

의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모욕(insult)'으로

있으나, 그들의 언사가 실제로 아세안 중

생각함.

심성을 실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

- 무엇보다도 아세안 정상들, 장관들이 앞

은 아세안을 무시한다고 해서 동남아 지역

장서서 아세안 중심성을 실현해나가고

에서 아세안이 등한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아세안 의제를 이행하여 성공적인 아세

점을 명심할 필요

안 공동체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FOIP) 홍보는 아세안에 별로 호응

ㅇ (베트남 의장국 수임 전망에 대해) 베트남

을 끌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FOIP가 중

은 아세안 창설 5개국 보다 더욱 ‘아세안'

국을 경계한 국방중심의 정책이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음.

- AOIP에 반영되어있듯 아세안은 대화와

- 베트남은 1995.7월 아세안 가입 이후 전

협력을 중시하고, 공동이해의 포용성과

례없는 경제적 혜택을 누렸으며, 아세안

증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

회원국 중 최대의 무역 및 FDI 대상국으

- 아세안은 국방 협의체가 아니고, 중국을
대적하는 미국의 편에 설 수 없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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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

- 베트남은 EU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U)

ㅇ 2014년부터 아세안은 남중국해 갈등 문제

와 FTA를 체결하였고, CPTPP 가입국이기

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고,

도 하며, 향후 5년 내 GDP는 필리핀을

중국과의 CoC 협의체도 설립함.

앞설 것으로 전망

- 아세안은 베트남 주도하에 CoC에 대한

- 그러나 내년 베트남 의장국 수임 주제 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캄보

운데 ‘일관성(cohesiveness)'에 대해 더욱

디아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합의에 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

방(blocking the way)

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더욱 단결된 아

-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베 갈등은 더

세안을 희망하고 있고, 중-아세안 CoC 협

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올해 7월 중국 조

상 성과도 기대

사선(survey vessel)과 해안경비선 2척이

- 내년 ADMM 및 ADMM+ 강화를 희망하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Vanguard

고 있고, 2020년 하반기에는 ADMM+ 10

Bank를 침범하면서 격앙

*

주년 기념 예정

- 이 와중에 중국은 7월 이 구역에서 탄도미사

-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으로 인해 미-

일발사실험을 하면서 갈등 고조

아세안 정상회의 및 EAS를 불참할 것으
로 보이며, 트럼프의 불참은 또 다시 역

ㅇ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국 수임 주요 목표로

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으로

▲지역 안보, ▲지역 연계성, ▲공통 가치,

예상

▲글로벌 파트너십 및 ▲아세안 효율성 등

* 2010년 베트남의 의장국 수임당시 ADMM+ 출범이

총 5개 분야를 선정함.

주요 성과였음.

※ 한편, 12.4(수) 하비비 센터(자카르타)에서 개
최된 2020 베트남의 아세안 의장국 수행 전

남중국해 갈등 문제가 베트남의 아세안 의장

망 관련 포럼에 참석한 Ade Sarwono 주아

국 주요 과제 될 것 (12.4, ASEAN Today)

세안 인도네시아 대사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

ㅇ 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제35차

5대 목표로 ▲아세안 공동체 역할의 이행 강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화 및 안정 유지, ▲공동체간 연계 강화를 통

행동할 시기’라고 하면서, 내년 아세안 의

한 4차 산업 혁명 준비, ▲아세안 공동체 의

장국 수임 주제는 ‘일관성과 대응(cohesive

식 강화 및 공동 목표 도출, ▲다른 경제공동

and responsive)'이라고 함.

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혁을 통한 효율선

-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해 보일 수 있는 이

증대 및 아세안 혁신을 선정했다고 발표

주제는 사실상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아세안의 단결과 입장을 주문한

ㅇ 11월초 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 차관보는

것으로 분석

베트남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

행위(advances)를 자제시킬 수 있는 국제법을

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영유권 분쟁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은 역내 글로벌 정치에서 베트남의 역할

-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을 위협할 것

영유권을 둘러싼 중-필간 갈등에서 필리
핀의 편에 섰고,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과 인공섬 공사는 불법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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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RCEP 컨셉을 승인하였고, 2012
- 그러나 중국은 PCA의 판결을 인정하지

년 제5차 EAS 정상회의에서 RCEP 협

않고(reject) 있으며, 인공섬 건설 등 필리

상 개시

핀 수역에서 각종 활동 진행 중

- 둘째, RCEP 참여국은 인도와의 경제적 통
합을 추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

ㅇ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공식적인 법

여야하는 상황

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남중국해에 관한

- 셋째, 일본이 인도가 빠진 RCEP 타결을

아세안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

위해 협력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 ‘아세안의 단결된 입장'은 사실상 중국의

크고, RCEP을 탈퇴한다는 것은 곧 아세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나 베트남에게

안 중심의 지역 경제 통합을 저해하는

는

행위

외교적·지정학적

승리(geopolitical

victory)를 의미
ㅇ 일본은 RCEP이 중국이 아닌 아세안의 이니
RCEP은

중국이

아닌

아세안의

이니셔티브

(12.4, Jakarta Post)

셔티브인 것을 망각한 것처럼 보이는데,
2006년 CEPEA를 제안한 것은 일본임을 명

* 기고인: Rocky Intan, 인도네시아 CSIS 연구원

심해야하고, RCEP 협상을 중단한다고 할

ㅇ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무역 적

것이 아니라 인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자 및 덤핑 등 국내 우려를 이유로 RCEP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시기임.

탈퇴할 수 있다고 함.

-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인도가 RCEP에 참

RCEP 체결은 아시아가 아세안을 중심으

여하지 않는다면 체결하지 않겠다고 발표

로 개방경제와 무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하고, Hideki Makihara 일본 경제무역산

명분을 제시

업성 차관보는 인도의 RCEP 참여는 경제
적·정치적·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
ㅇ 일본이 인도의 RCEP 참여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역내 중국의 시장 장악력에 대응하
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인도의 결정과 일
본의 발언은 아세안으로서는 실망스러움.
- 첫째, RCEP의 전신은 1990년대 후반 아
시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한 후 논의가
이루어진 2001년 (APT 교역 협정인) 동
아시아 FTA(EAFTA)이며, 일본은 2006년
EAFTA를 발전시켜 호주, 뉴질랜드, 인도
까지 참여국을 확대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 제안
●

2011.11월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
국 수임하에 아세안 정상들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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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고서

ㅇ 미국의 인태전략이 중국을 배척하고 봉쇄
한다는 한국의 인식은 아세안 회원국도 공

한국은 아세안을 인도태평양의 우호국(Like-Minded

감하고 있었는바, 아세안은 중국의 우려를

Partner)으로 인식 (12.2, ISEAS)

누그러뜨릴

* 기고인: Hoang Thi Ha ISEAS ASEAN 연구센터 정치안보 분

AOIP를 마련하였음.

야 선임 연구원

-

포용적인

수(assuage)있는
지역

안보

아세안만의

구도와

갈등

ㅇ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

(confrontation)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강

권의 신남방정책 기조하에 한국의 대 아세

조하고, 경제개발 중심의 접근방식을 채

안 외교의 진실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

택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

며, 한국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관

지로 보기보다 경제적·연계적 지역으로

점(AOIP)을 지지함.

보는 관점 제시

- 한국은 이미 8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 AOIP는 다자 플랫폼으로서의 우수성을

서 AOIP에 대해 ‘범 인도태평양 지역내 아

모두 갖추었는바, 한국이 지지하는데에도

세안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가이드’로 평가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관측

하고, 지지 표명
-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의

ㅇ AOIP의 개발중심 접근방식은 한국의 실용

장성명에는 AOIP에 대해 ‘아세안과 한국

적이고 경제적인 아세안과의 협력기조와

을 포함한 대화상대국의 현재 그리고 미

부합함.

래 이니셔티브내 가능한 협력을 증진하

- 일각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중상주

는 가이드’로 명시

의적(mercantilist)’이라고 보지만, AOIP의

-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결과 언론 브리
핑에서 AOIP를 환영한다고 재강조

3대 우선 실질 협력분야(해양협력, 연계
성, 지속가능 개발)는 한국의 우수한 기
술력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틈새

ㅇ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은 AOIP를 지지하
는 반면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에 대해서는

분야
- 문재인 대통령 순방 계기 다수의 한국 기

다소 신중(reluctant)함.

업인들도 동행하여 해양 국방산업, 인프

- 호주와 한국은 미국 동맹국가이면서도 중

라 개발, 스마트 시티 개발 및 4차산업

견국인데, 경제적으로는 대 중국 의존도

분야에서의 양해각서(MoU) 및 협력 등을

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보 면에서는 미국

체결

과의 관계가 중요

- 따라서 한국의 AOIP의 지지는 전략적이

- 호주 정부는‘인도태평양' 담론을 미국보다
일찍 채택하고 발전시킨 반면, 한국이 인
도태평양 담론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중국
의 봉쇄정책(containment bandwagon)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무엇보다도 자
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실제
로 일본의 아이디어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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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
평가.

‘실용적(pragmatic)'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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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