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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CMIM, UHC
불법어획(IUU)활동의 경제적 비용
AOIP, 남중국해 분쟁 해결?

2019 아세안 의장국 평가

2019 아세안 주요 정세 평가

3,000 바트 (USD 100) 지출에 불과

주요 기사 및 논평
ㅇ 태국의 경우 고소득 국가가 아닌 중소득
아세안, 10개국

보편적의료보장

확대

필요

국가로 분류되지만 필수 인프라 확보 및

(12.28, The Thaiger)

당파를 초월하여 국민들의 UHC 확보를 위

ㅇ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care

해 노력해온 점을 감안, 태국 모델을 여타

Coverage*) 증진은 아세안 10개국의 공통된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길 기대함.

목표이며, UN은 UHC를 모든 사람들이 누려
ㅇ 한편, UHC 달성은 SDGs 2030의 주요 달성

야할 권리라고 규정함.
* 세계보건기후(WHO)의 UHC 정의: 모든 사람들과

목표 중 하나*이며, UN은 모든 정상들이 국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

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HC

스를 받는 것으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및

를 도입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

완화 치료를 아우르는 필수적이며 양질의 의료서

*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비스 포함

- Supakit Sirilak 태국 보건부 차관보는 아
세안 각국의 경제 개발 수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 아세안은 모든 회원국들이
UHC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2020년 아세안 금융 안전망이 불완전해 보이
는 이유 (1.2, ASEAN Today)
ㅇ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 이후 IMF 차관 등 외부 의존성을 낮

지역 과제로 수립

추기 위해 2000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은 역내 통화 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ㅇ 아세안 각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3개 그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에 합의함.

룹으로 분류할 수 있음.
분류

해당 국가

성공적인 UH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년에 비해 낮았으나, 아시아 주가가 60% 하

혜택 국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

락하였고, 다수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신용부

ㅇ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의한 피해는 1997

도 스와프(SCDS*) 가격이 3배까지 증가하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으며, 대외수출도 30% 하락하였음.

UHC 준비

(국민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중인 국가

법안은 통과시켰으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은 아닌 상황)

재원 부족 국가

* Sovereign Credit Default Swap: 채권자가 국가
부도 발생으로 채권이나 대출 원금을 못 받는
위험 대비용 신용 파생상품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악영향은 아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일부 소수 국민만 의료 보험 가입)

안 전역으로 퍼졌으나 긍정적 부분도 있
었는데, 일례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

- 2016년 기준 싱가포르 국민 1인당 평균
74,400 바트(USD 2,452에 해당) 정도 지

안 거대 경제는 국내 수요 진작으로 최악
의 상황을 피하는 게 가능

출한 반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

- 구조적 불안정성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부

시아 및 태국은 국민 1인당 3,400-19,000

터 아세안 경제를 보호하면서 통화 불일

바트(USD 112-650) 정도 지출

치(currency mismatch*), 해외신용 의존도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국민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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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정 취약성이 크게 개선

- 또한, 아세안의 금융 안보가 지나치게 중
* 외화부채-외화 자산간 차이 또는 부채와 자산 간

국과 일본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표시 통화의 불일치로 신흥 경제의 대표적인 대

해야하는바, CMIM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

외 취약 요소

고려 가능

- 각국 정부들 역시 경기부양책 및 금리인
하 등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빠르게 극복
하고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 평

불법 해양자원 거래가 태평양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1.2, Eco-Business)

균 이상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

* 세계자원연구소(WRI, 워싱턴 본부)의 보고서 주요 내용

세 유지
ㅇ 태평양의 해양자원은 역내 국민들의 주요
수입원, 일자리이자 식량이지만 불법어획

ㅇ 2008년 금융 위기 극복 초기에 CMIM가 공

(IUU)으로 인한 어종 불법 거래로 문제가

식 출범되었으나, CMIM의 모체인 CMI는

심각함.

역외에서 차관을 빌려야할 상황에 놓인 국

- WRI가 2019.10월 발표한 "태평양 해양자

가들(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로 하여금 자

원의 불법 거래 범위(The Scale of Illicit

금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게 하였음.

Trade

-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은 양자보다는 다

in

Pacific

Ocean

Marine

Resources)”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태평

자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CMIM 기금

양에서는 6,200만 톤의 어획량이 확보되

은 120억 미불에서 2,400억 미불로 크게

나, 이 중 24%(1500만 톤에 해당)이 미등

증가하였고, 회원국 간 통화 스와프 표준

록된(unreported) 어종으로 추정됨.

절차도 마련

- 미등록 어종 가운데 매년 370-720만 톤이

- 일본 통화(Yen)과 중국 통화(Yuan)를 지

불법으로 거래되며, 국제 불법거래 네트워

역 스와프에 포함시키면서 미국 달러의

크에서 태평양에서 확보된 어종이 차지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 창출

는 비중은 무려 50%

- 그러나 CMIM에 미치는 한중일(특히 중
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아세안 국가
들이 상대적으로 경제 덩치가 큰 한·중·
일 경제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딜레마
가 발생
- 또한, CMIM와 IMF 자금 지원 연계 비중
(delink)은 30%에 불과한바,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CMIM와 같은 다자 협정보다
여전히 양자 통화 스와프협정을 선호
ㅇ 아세안이 더욱 불안전하고 예측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자기만족

(complacency)을 누리는 것은 금물임.
- CMIM 자금은 커졌으나 IMF 자금 지원
연계 비중의 한계가 다수의 아세안 국가
로 하여금 비호감으로 작용

ㅇ 불법어획 활동은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행위, 즉 필요이상의 어획활동,
어종의 미등록 및 지속 관리를 해치는 행
위까지 포함함.
- WRI가 연구한 불법 거래(Illicit trading)는
각국의 어선이 불법으로 또는 사전에 신
고하지 않은 어획활동을 하거나 영세(零
細)어선이 상업적 목적으로 어획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 태평양 지역에서 확보된 어종 일부가 불법
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수산업 가치사슬(fish value chain)에
편입될 가능성 다대
-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한 해
산물의 20-32%가 해외 불법어획(IUU)의
산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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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균형(rebalance)’을 추구하는 것이었음.
ㅇ 불법어획이 미치는 경제적 비용은 가계수

-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입 하락, 세수 확보의 어려움, 환경오염 등

(FOIP)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

이 있음.

대일로(BRI)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 불법어획은 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감소시
키며 매년 28-54억 미불의 경제적 손실을

ㅇ 주요국들이 아세안 둘러싼 상태에서 각자

야기, 선박건설 및 유지, 어획 장비 공급

마련한 규범으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및 해산물 식당 종사자 등의 일자리 감소

AOIP는 동남아 국가들간 관계 강화에 주력

- 매년 2억-16억 미불 상당의 세수 확보가

하고 있으며,

어렵고, 어종 감소, 생태계 파괴를 야기

‘공통의 관점’을 강조함.

- 현재 미중 대치 상황 속에서 동남아 국가

- 뿐만 아니라 불법어획은 현대판 노예, 노

들이 추구하는 단일 관점은 부재한 상태

동착취 및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며, 각국의 정세와 이해상황에 따라 친

보이며, 특히 동남아에서의 문제가 심각

중·친미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
- 비록 미국은 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 남

ㅇ 불법어획 활동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

중국해 상 항행의 자유라는 중요한 정치

레이시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

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남중국해에 군함

국,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

을 파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 중

한 태평양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 반면, 중국은 허난성부터 시작되는 ‘9단

있음.

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남중국해 수역

- 동 지역에서 잡히는 물고기 5마리 중 1

의 90%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마리는 불법으로 거래

인공섬 공사와 군사기지를 만들며 여타

- 특히 태평양 중서부 지역의 국가들은 불

이해당사국의 반발을 초래

법어획 이슈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목
표 수립이 시급

ㅇ 둘째, AOIP는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게임의 법
칙(rules of game)을 세울 수 있으며, 단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은 남중국해

예로 1982 UNCLOS 등 국제법의 법칙을 수

분쟁의 해결책? (1.1, ASEAN Post)

호한다는 지역적 의지를 재강화할 수 있음.

ㅇ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2018. 6월, 방콕)에

-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남중국해 분쟁

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에

은 역내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이며, 갈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on the Indo-Pacific)’을 채택함.

수 있는바, 역내 국제법 수호 및 존중이

- 아세안 주도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인도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태평양의 전략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 AOIP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해양협력을
내세웠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요 내용
- 역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름 아닌 남중
국해 분쟁이며, AOIP가 동 문제를 해결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
- 해양안전 및 안보 증진, 항행의 자유, 인
신매매 및 마약 밀수 등 초국가 범죄 해

수 있는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결, 해적, 무기 밀수 대응을 위한 노력을
ㅇ AOIP은 본래 목적은 역내 강대국간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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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architecture) 강화를 반영하였다고 부연
ㅇ AOIP를 통해 모든 아세안 회원국은 역내

-

아세안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공통적 관점에 동의

2025와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질적

해야함.

인프라 계획, 및 한국의 사업(projects)*

- 아세안은 ‘아세안의 방식'을 기반으로 갈

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나갈 것으

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해온 성공적인

로 기대된다고 언급

지역 공동체로 평가

* Quality Infrastructure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 아세안은 AOIP를 활용하여 남중국해 분쟁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

을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 아세안의 성공
스토리 구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Chindawongse 총국장은 태국 의장국 수임
시 겪었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정책 실행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대한

평가

(12.31,

(carrying policies forward)이라고 함.

Bangkok Post)

- 태국의 의장국 수임 하에 총 7개의 아세

* 태국 외교부 브리핑 주요 내용
▶

안 센터*를 출범하였는데, 향후 동 센터들
의 실제 운영 및 사업 진행이 중요

태국 내부 평가

*

ㅇ 태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

지속가능개발

연구

및

대화센터

(ACSDSD), 고령 및 혁신 센터, 사회활동 및

(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

복지 연수 센터 등 포함

라는 주제 아래 2019년 아세안 의장국 수
임을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하나, 태국

ㅇ Auramon Supthaweethum 태국 교역 협상

이 마무리 하지 못한 다수의 과제를 베트

부 총국장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

남(2020년 의장국)이 해결해야함.

를 거둔 부분은 RCEP 협상 타결이며, 내년
베트남 주도하에 공식 체결을 목표로 하고

ㅇ Suriya Chindawongse 태국 외교부 아세안
총국장은 태국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개발’

있다고 함.
▶

외부 평가

은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으로부터 지
ㅇ Kaewkamol Pitakdumrongkit RSIS 연구센터

지를 확보했다고 함.
- 아세안 최초로 뉴욕과 마드리드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합의를 달성*하였고, ‘해양
쓰레기 대응에 관한 방콕 선언’을 발표하
였으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EAS 18개
국 정상들은 아세안의 새로운 전략으로
ASEAN

Joint

Nations

Statement

Climate

(2019.9.29,

뉴욕)

to

Action
채택

the

Summit
/

ASEAN

United

센터 출범이라고 함.
- 인도 없이 마무리된 RCEP 협상을 실패로
보기보다 인도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참여
하고, 내년 공식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2019

RCEP은 세계 최대의 교역 지대를 형성할

Joint

것으로 관측

Statement on UNFCCC COP25 채택 (11.3,
방콕)

- RCEP 타결은 무역 보호주의와 미-중 긴
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로 아세안

- 또한,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2018. 6월
방콕)에서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
세안의

성과는 ▲RCEP 협상 마무리 및 ▲ACSDSD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봐야

‘지속가능성’을 지지하였다고 강조
*

조교수(싱가포르)는 태국 의장국의 가장 큰

관점(AOIP)은

지역구도(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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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경제 재활성화를 돕는 개방 시스
템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해석

한계가 있고, 동남아는 종교적으로 무슬
ㅇ Kobsak Chutikul 전직 대사(태국 출신)는

림 신자가 다수인 지역임을 명심해야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이 2050년까지 매

고 강조

년 홍수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각종
연구 결과를 감안, 아세안이 단체로 기후

ㅇ Kobasak 대사는 향후 시민사회와의 접촉

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함.

및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베트

-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남 의장국에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의제

선언함에 따라, 아세안이 기후변화 의제

는 남중국해 분쟁 및 미-중 지정학적 경쟁

의 주도권 확보 필요

대응임.

- AOIP 채택이 미국-중국 지정학적 경쟁 문

- 베트남은 과거 중국과 미국과 갈등과 전쟁

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

을 겪은 국가인 점을 감안, 쉽게 한 국가에

직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편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AOIP의

짓기 어렵다고 언급

활용과 발전에 주목

- 모두 AOIP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

2019년 아세안 주요 정세 (1.1, ASEAN Post)

ㅇ Kaewkamol 교수는 2019. 11월 아세안 정

월

해당 국가

내용
훈센 총리, 캄보디아 야당 정

1월

캄보디아

치인 탄압을 둘러싸고 EU와의

상회의에 미국에서 더욱 권위있는 고위직
이 대표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장국인

갈등 고조 (EBA 혜택 정지)
11세 말레이시아 여아의 끔찍한

태국의 외교적 실패라고 함.
- Kobasak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은
아세안이 중국쪽으로 많이 기운 것으로 보

2월

말레이시아

는 미국의 판단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
3월

태국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현안을 감안 시,
미국은 역내 관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Kobasak 대사는 로힝야 문제가 아세안을 분열

에 빠뜨림 (참수, 장기적출)
- 역내 장기적출 문제의 심각성 반영
2014년 군부정권 이후 처음으

진한 RCEP이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의제인 것을 반영한 처사로 보이나,

죽음이 말레이시아 국민을 충격

4월

인도네시아

5월

인도네시아

로

총선

개시,

Prayut

Chan-o-cha 총리 선출
인도네시아 대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 성공
Prabowo Subianto 후보자(조
코 위도도 대통령 경쟁 후보)

시킬 수 있는 주요 이슈라고 함.

선거 결과 불복 및 시위, 8명

- 아세안이 내부적으로 로힝야 문제를 해결

사망 및 수백만 부상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실망스러우며,
작년

8월,

아세안

의회(AIPA:

- 인권 운동가들은 로힝야인

ASEAN

Inter-Parliamentary Assembly) 총회에서

6월

태국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아세안 정상들은 '로힝야인'

결의안 통과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언급이 없는 아세안 의장성

미얀마 대표가 인도네시아의 제안(로힝야

명 채택
U Win Naing Tun 장관 "인

문제 포함)을 거절했기 때문
-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이자 원칙인 합의와
내정불간섭은 직접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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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미얀마

신매매 피해자는 주로 평판이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사
람들”이라는 발언 논란

8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리조트에서 15세 영
국 소녀의 시체 발견
헌법 개정(혼전 성관계 금지 및 부

9월

인도네시아

패감시위원회 역할 약화 등 내용
포함)을 둘러싸고 대학생들을 중심
으로 반대 시위, 500여명 구속
불법 아동 노동력 착취(미국
노동부에서 2018년 기준 5-14
세 필리핀 어린이 1,549,677명

10월

필리핀

불법으로 노동)
14-17세 여자 청소년 온라인
아동 성착취 피해 문제 대두
39명의 베트남 국적자가 영국

11월

베트남

의 트럭에서 갇힌 채 사망
(불법 이민자 문제 반영)

12월

필리핀

보라카이 섬을 포함한 필리핀 주요
휴양지 태풍피해 극심, 6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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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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