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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부 주요 활동
제4차 TEAM-Korea Forum 개최 (1.13, 프놈펜)

아세안 지역 노무 담당관 회의 개최 (1.17,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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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는 1.13(월) 캄보디아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팀 코리

의 자카르타 방문 계기, '아세안 진출 우리

아 포럼'에 참석함.

기업의 노무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 이번 포럼은 작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세안 지역 노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함.

아, 필리핀 개최에 이어 4번째
ㅇ 임성남 대사는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
ㅇ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과

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세안 국민들이 한국

금융인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임

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대사는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

활동을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표부 주

업들이 현지 노동자와 상생하는 노사관계

요 활동 중 하나임을 강조함.

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금융업계 관련 애로사항은 올해 대

- 외교부, 고용노동부는 물론 우리 정부 유관

표부내 설치되는 금융협력센터가 검토할

부처와 아세안 10개국의 공관, 현지 유관 기

계획임을 부연

관들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 임성남 대사는 1.14(화) Kan Pharidh 캄보디

ㅇ 회의 이후, 출장단들은 회의 직후 인도네시

아 외교차관을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 특별정

아 서부자바 수까부미지역에 위치한 한인

상회의 성과 및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봉제업체를 방문함.

- 아세안지역지뢰행동센터(ARMAC)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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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고위급 심포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지움 개최 (1.10, 하노이)
중동 상황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성명 (1.12)

ㅇ 베트남 외교부(베트남 아세안 국별 사무국

ㅇ 중동의 긴장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National Secretariat) 주관)에서 개최한 이
번 심포지움에는 역내 무역 전문가 및 정

ㅇ 모든 이해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

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제도적 정책

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외교와 대화를

적 한계, 아세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통해 의견 차이를 극복해나갈 것을 촉구함.

극대화, 원활한 물류 시스템 개선 등에 대
해 논의함.

ㅇ 아세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라크에 거주

- Tran Quoc Kh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

하는 아세안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관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 교역 강화는 세

각종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계 불확실성을 타개함에 있어 중요하며,
긴밀한 시장통합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

제37차 아세안 경제 통합 고위급 회의 개최

강조

(1.12-14, 하노이)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ㅇ 아세안은 역동적인 경제지대를 이루었으나

베트남 외교부, 기재부, 교통부, 과기부, 정보

미중 무역 긴장 상태가 아세안의 경쟁력

통신부, 농림부, 계획투자 관련 부처 및 중앙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

은행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아세안 10개국 경

- 이에 대해 Aladdin D. Rillo 아세안 경제
사무차장은 2025년까지 역내외 무역 활

제 관료와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도 참석함.

성화를 위해 아세안은 무역 비용 절감,
ㅇ 2020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주제인 "결속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은 물론, 더욱 개

과 대응(Cohesive and Responsive)” 하에,

방되고 포용적이며 법치기반의 교역 시

베트남은 3대 우선과제를 발표함.

스템을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필요가

- 역내 경제통합 및 연계성, 평화와 지속가

있다고 지적
- 규제 개혁,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능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의

및 금융 시장 통합을 위한 경성·연성 인

적응력 및 효율성 강화

프라 건설이 시급하다고 부연

-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품질 표
준, 소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원산지 증

※ 이번 심포지움은 아세안사무국 및 ERIA에서 후원

명 절차 간소화 방안 논의
-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의 원활한 이
행, 무역 장벽 해소 방안, RCEP 협정 공
식 체결 방안 및 동티모르의 가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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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섬 42만 가구에 전기 공급, 인도네시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아 정부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 기여
(기여도: 29%)

‘Gotong Royoung’ 일-아세안 협력 정신 (1.13,
Jakarta Post)

ㅇ 금융접근 및 여성지원 분야의 대표적인 사

* 기고인: Akira Chiba 주아세안 일본대사

업으로 일본 아세안 여성 강화 기금(Japan

ㅇ Toshimitsu Motegi 일본 외무상은 1.10(금)

ASEAN Women Empowerment Fund*)이

아세안사무국에서 일본의 對아세안 외교

있음.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첫 해외방문 일정

* 2001년 UN의 제안으로 제네바에 설립된 Blue

(베트남, 태국, 필리핀 방문)을 마무리함.

Orchard(포용적

- 일본 정부는 2020-22년간 총 30억 미불

(micro-finance) 전문 회사) 에서 직접 관리, 일본

투자

관리

및

소액금융

정부에서 전액 기여

을 아세안 공공 민간 분야에 기여 및 투
-

자할 계획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icrofinance

· 총 30억 미불 가운데 12억 미불은 일본국

institutes)을 통해 소규모 기업(small

제협력단(JICA)을 통해 해외 차관과 투자

businesses)을 지원하고, 아세안內 총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며, 특히 아세안 인프

7개국에서 운영 중

라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역내 경제

- 쌀 소매업, 간식 상점은 물론 고품질 우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

유

- 일본의 對아세안 경협 중점 분야는 ▲질
적

인프라

개발(quality
financial

infrastructure
access

위해

교배

소(crossbreed

cows) 구입 등 다양한 사업 지원 중
- 2016년 기금 출범 이후, 약 23만개 여성

development), ▲금융접근 및 여성 지원
(improving

생산을

기업 지원

and

supporting women), ▲환경 분야 투자

ㅇ 환경 투자 관련, ‘인도네시아 인프라 금융(IIF)

(green investment)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며, 재생에
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니

ㅇ 질적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

현지 기업-일본 기업간 매칭을 통해 각종 친

부 수마트라 Muara Laboh 지역의 지열 발

환경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발굴함.

전소(geothermal power project)가 있음.
- ADB가 운영하는 Leading Asia’s Private

ㅇ 상기 일본 정부의 對아세안 지원 방향은

*

Infrastructure Fund 로 지원한 사업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

* 2016년에 출범한 동 기금(JICA에서 전액 기여)은 아

(FOIP)과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세안 국별 인프라 건설에 부족한 자금 지원
- 지원 분야는 ▲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소, 에너
지 효율성 및 보존, 천연가스 배급), ▲수도 및

(AOIP) 간 시너지 창출에 크게 기여함.
- Motegi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Sukarno

각종 도시 인프라 구축, 교통(도로, 수로, 철도,

인니

항공, 복합운송수단 물류 등), ▲ICT, ▲보건

royong(상부상조)을 강조

- 차관, 주식 또는 펀드 투자, 메자닌 자금조달
(mezzanine financing, 채권-투자 중간 형태)
방식으로 사업 지원

- 2019.12.16부로 공사가 완료된 발전소는
85 메가와트의 전략을 생산하고, 수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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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의

기조인

gotong

주아세안영국대표부 개소 (1.14, 자카르타)

ㅇ 2019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의장국 재

* Jon Lambe 주아세안 초대 영국 대사의 Jakarta Post

량으로 영국 외교장관을 초청하였으며, 영

인터뷰 주요내용 / 주아세안 영국대표부는 1.15(수)

국 외교부는 아세안의 역량, 특히 전세계

공식 개소

주요국을 한데 모으는 결집력(convening

ㅇ 아세안과 영국은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국은

2012년

power)을 높이 평가함.

동남아우호조약

- 올해 의장국인 베트남의 의지와 재량에

(TAC*)을 체결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

따라 영국 외교부의 아세안 외교장관회

조해옴.

의 및 관련회의 참석 여부 결정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1976년 인도네
시아가 주도하여 만든 일종의 외교 원칙 명시, 아
세안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ㅇ 공식적인 EU 회원국 탈퇴가 마무리 될 것

는 TAC 의무 가입 필요

으로 보이는 1월말 이후 아세안과 영국의

→ 6대원칙: ▸모든 국가의 독립성, 주권, 평등,

공식 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아세

영토주권 및 정체성 상호존중, ▸무력 및 외

안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임.

압 금지, ▸내정불간섭, ▸평화로운 방법으로

- 영국정부로서는 EU 탈퇴 이후 제약없이

차이점 및 분쟁 극복, ▸무력 사용 및 위협

어느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자제, ▸효율적 협력 도모

-

영국은

이미

아세안

자본시장

deals)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포럼

(ASEAN Capital Markets Forum*) 및

장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기존 협상 유지

ASEANAPOL**의 대화상대국

또는 신규 협상 등 다양한 무역협상에
관심 다대

* 아세안 10개국 자본시장규제 고위급 포럼(아
세안 10개국 금융위원회 참여), 2004년 설립

※ 한편, 1.14(화) Heather Wheeler 영국 외교

(아세안 재무장관 소속) 연 2회 위원회 개최,

부 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상은 Lim Jock

태국 방콕에 사무국 운영

Hoi 아세안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주아세안

** 아세안경찰협회,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소 위치

영국대표부 개소식(1.15)에 참석

-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지원 조정센터
(AHA센터) (자카르타)와 아세안 사이버

캐나다-아세안

센터(싱가포르)에 자문관 파견
- 2019. 1월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
장의 런던 방문 계기 영국의 對 아세안

장학사업(CEED*)

홍보

(1.14,

ASEAN Foundation)
*

Canada-ASEAN

Scholarships

and

Education

Exchanges for Development: 아세안 학생들이 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4년

나다 대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캐나다 대학기관들

간 아세안의 경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은 CEED 지원금으로 아세안 학생들의 학비 및 체

총 1,900만 파운드(2,480만 달러)를 기여

류비 등 일체 지원

할 예정이며, 역내 저탄소 성장을 위해

ㅇ CEED는 캐나다 정부가 2020-2021년간 추진하

추가로 1,500만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

는 장학사업(1천만 캐나다 달러 규모(약760만

- 아세안의 완전 대화상대국 가입 모라토리

미불))으로 아세안 학생들의 캐나다 대학교 학

움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영국과 아세안

사 및 석사 단기과정을 지원함.

의 관계는 이미 대화상대국 못지않으며,

- 아세안內 개도국들의 빈곤 경감을 돕고

아세안과의 협의 하에 대화상대국 가입을

2030 SDGs 개발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추진해나갈 계획

마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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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SDGs 사업 가운데에서 목표 5

주요 기사 및 논평

번(양성평등 및 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강
화) 및 13번(기후변화 및 영향에 적극적
으로 대응)에 부합

(논평) 중국, 아세안 스마트시티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남아 신뢰 구축 우선 (1.12, SCMP)
* 기고인: Melinda Martinus ISEAS 아세안 연구센터 책임 연구원

ㅇ 중국은 한국, 미국, 호주에 비해 아세안 스
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지원 의사를 다
소 늦게 발표함.
- ASCN은 2018년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
국이었을 당시 출범되었으며, 아세안 10
개국의 26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
- 2019. 11월 채택된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따르면, Huawei는 1000만 달
러 규모의 싱가포르 최초 AI 센터를 설립
하였으며, AI 기술 증진을 위해 수천만명
의 AI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
ㅇ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CLC:

Centre for Liveable Cities)에 따르면, 아
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
시는 비엔티엔, 다바오, 덴파사르(발리),
마카사르, 조호르 바루, 다낭 등 인구 20
만-2백만 규모의 중소도시이며, 매년 평
균 6%의 도시화 성장률을 경험 중임.
ㅇ 중국은 250개 이상의 저탄소 친환경 도시
계획 경험이 있으며, 특히 Hefei, Chengdu,
Dalian, Chongqing, Wuhan의 성공 사례가
눈에 띔.
- 디지털, 스마트, 녹색, 창조성, 교통 및 공유
등 6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 추진
- 스마트 인프라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
로 베이징-텐진-허베이, 양쯔강 델타지역
및 진주강 델타지역 등 3대 클러스터 형
성 성공 (중국 GDP의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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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ㅇ 중국의 성공적인 도시화 경험은 다수의 아세

- 베트남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국의 행위를 비난

안 국가들이 참고할만한 성공 사례임에는 분
명하지만 아세안 내부에서 반중 감정이 커지

ㅇ 아세안 핵심국가들의 공통된 저항(resistance)

고 있음.

이 없다면, 중국은 역내 해양 및 지정학적 구

-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일부 아세안 회

조를 중국에 유리한대로 유도할 것으로 보임.

원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

- 중국은 조직적인 대외적 반발(BRI 채무의

남)간 긴장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다대

덫 비난, AIIB 거부권 주장)에 대해 적극적

- 2014년 중국 석유시추선이 베트남 EEZ 남

으로 대응하고, 타협점을 찾는 등 노력 중

중국해에 침범하자 베트남은 반중시위, 중

- 남중국해에 관해서도 9단선에 대해 예전

국산 상품, 공장, 부동산 사업에 대해 대대

과 달리 모호한 입장을 발표

적인 불매운동 진행

- 그러나, 중국은 동남아內 남중국해 영유

- 중국은 라오스에 수력 발전댐 사업을 지

주장국의 서로 다른 입장의 성향을 역으

원하는 등 아세안의 청정에너지 사업을

로 이용

주도하고 있으나 메콩강의 댐들은 환경
적 재앙에 가깝고, 자연적인 어류 이동

ㅇ 필리핀은 Benigno Aquino 행정부 집권하에

(fish migration) 패턴을 방해하며, 캄보디

미국은 물론 일본과 호주 등 역내 우방국

아와 베트남의

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상대

농업용수를 차단한다는

등 비난 대상으로 전락

로 외로운 소송(legal warfare)을 치렀음.

- 뿐만 아니라, 1조 미불 규모의 일대일로

- 그 결과 중-필리핀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

(BRI) 사업 또한 채무의 덫 등 회의적으

았지만 중재재판 승소라는 결실도 맺음.

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세안 국
가들, 그리고 지역조직으로서의 아세안은

ㅇ 현재, 중국은 아세안의 안정을 위협하는 수

냉담한 입장 견지

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비춰지고

- 베트남은 필리핀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있는 점을 감안시, ASCN 지원사업은 신뢰

고 하였으나, 중국을 상대로 한 중재재판

격차를

제소 거부

해소하고

중국의

연성외교(soft

diplomacy)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
ㅇ 아세안은 UNCLOS의 중요성은 강조해왔으
(논평) 남중국해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의견

나, 단 한차례도 PCA 중재재판 결과(2016

분분 (1.15, Straits Times)

년 7월)를 공식 지지한 적은 없었음.

* 기고인: Richard Javad Heydarian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교수

- 필리핀 내부에서도 친중적 성향이 강한
Rodrigo Duterte 정권이 부상하여 집권

ㅇ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장악에 대한 동남

하면서 친중적 외교정책으로 태세 전환

아의 반응은 저마다 다름.
- 역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필리핀은 친중
적 성향이 강한 아세안내에서 일종의 수
호자(Bastion)로 인식
- 한편, 중립적 성향이 강한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례 없

ㅇ Duterte 행정부는 중국과의 공동 개발협력
(자원탐사, 과학기술 연구, 공동 훈련 등)을
환영하였는바, 2016년 중재판결뿐만 아니
라 필리핀 자체 헌법도 위배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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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필리핀의 결정은 중국이 남중국해

ㅇ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역시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에서 남중국해 해저에서 역

분쟁 수역內 중국의 공격적 행위 자제력 촉구

*

외국가 가운데 단독으로 자원 탐사를 요구

를 위해 사법절차도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무

하는 것에 유리한 상황

엇보다도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역내 분산된

* 중국은 2019.9월 미-아세안 해상훈련(AUMX)

입장을 한데로 모으는 응집력을 길러야함.

등 과거 아세안이 미국과 남중국해 수역에서
공동훈련을 시행한 점을 비난하고, 이해당사국

아세안의 최저임금 (1.14, ASEAN Briefing)

이외의 항행 및 공동훈련을 전면 금지하는 것

ㅇ 아세안 회원국의 최저임금이 역내 물가상

을 CoC에 명문화할 것을 강하게 희망

- 중국 관영기업(state-owned companies)들

승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서서히 증가하는

이 필리핀 통신업계 진출, Sangley 국제공

추세임.

항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수주

- 물가상승률에 부합하고, 국내 노동자의

- 중국에 빚진 필리핀의 채무 규모만 하더

반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저임금

라고 무려 100억 미불에 달하는 것으로

상승은 물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이고, 중국이 수주한 각종 인프라 사업

신규 노동법 제정

은 필리핀의 국가안보(군사기밀, 정부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다수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관 정보 등)도 위협할 가능성 다대

준이며, 국가별, 산업별, 직종별 최저임금
ㅇ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

수준이 다양

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말레
이시아는 UN에 대륙붕 한계 지점을 확대할

국별 최저임금제도 및 현황
국가명

것을 공식 제안함.

내용
▪ 월 급여는 지역마다 상이 (총 34개 지역)
▪ 최저임금 산정방법: 물가상승률+세계경제

-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강력히 항의하자,

성장률 = 최저임금 상승률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즉시 중국의 9단선

▪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4,200,000루피아(298

은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맞대응

미불)로

- 인도네시아 역시 나투나제도에 침범한 중

제일

높고

중부자바

지역이

1,742,000 루피아(123미불)로 제일 낮음.

국 선적에 대해 "주권 훼손(violation of

인도네

sovereignty)”이라고 비난하고, 최근 Joko

시아

▪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일부
분야와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
게 측정 가능

Widodo 대통령이 나투나 제도의 리아우

- 현지 비즈니스가 많은 산업, 전문 노동

섬을 공식 방문하여 실효적·법적으로도

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부가가치 분야,

나투나는 인도네시아의 영해임을 강조

수출 주도형 산업 등에 따라 상이
-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나, 낮은

- 1.12(일) 인도네시아 북 나투나 해 배타적

노동 생산성이 고질적인 문제이며, 특히

경제수역(EEZ)에 접근한 30척의 중국 어

제조업 및 농업 분야 매우 취약
▪ 2020.1.1부터, 57개 주요 도시 최저임금을

선 철수

現1100링깃(270

-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나
투나 제도의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말레이

전투기 4대가 나투나 공군기지에 상시 주

시아

둔할 계획임을 발표

미불)에서

1200

링깃

(295미불)로 상승하기로 발표
- 비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최저임금은 현
행 유지
▪ 총 10억 링깃(2억 4600만 미불)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5년간 수출 주도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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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센티브 제공
▪ 5억 링깃(1억 1900만 미불)은 여성 기업

주요 보고서

가 육성 예산으로 편성
▪ 최저임금제도는 주로 직물 및 신발제조업
분야에만

적용

(2019년

182미불에서

2020년 190 미불로 상승)
캄보
디아

ISEAS 아세안 연구소 - 2020년 동남아 전문가 여론
조사 보고서 발간 (1.16, ISEAS)

- 약 80만명의 노동자(캄보디아 최대 고

가. 개요

용 분야)에 해당
▪ 2020년 최저임금 186미불을 주장한 공장
주들은 새로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회의

ㅇ 2019년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하는 여론 조
사 보고서

적이며, 특히 EU가 EBA혜택 전면 재검토

- 조사 기간: 2019.11.12-12.1

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우려요소
▪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상승한 적 없으
라오스

- 방법: 온라인

며, 라오스 정부는 모든 비즈니스와 공장

- 응답자: 1,308명, 연구자, 비즈니스 및 금융

의 월 최저임금을 90만 킵(101미불)에서

업 종사자, 시민사회, 언론인 (작년

110만 킵(124미불)으로 상승
▪ 일 최저임금은 격년 주기로 검토되며, 임

에 비해 30% 증가)

금상승률은 2020. 5월 협의 시작
미얀마

▪ 現 일 최저임금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4,800 짯(Kyat) (3.29 미불) / 미얀마 노동
협회는 7,200짯 제안 예정
▪ 지역마다 일 최저임금이 290페소(5.70 미

필리핀

태국

불)-573페소(10.61 미불)로 다양
▪ 필리핀 평균 임금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

나. 주요 내용
(안보 우려 요인 및 지역정세)
ㅇ 국내정세불안(70.5%), 경제 둔화(68.8%), 기후
변화(66.8%)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음.

하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 높음.
▪ 태국 정부는 2020.1.1 부터 일 최저임금 (313

- 각국 별 인종,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

바트(10 미불)-336바트(11미불)) 제도 도입
▪ 2020.1.1부로 월 최저임금 5.7% 상승 (2019년

는 점과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진 점
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5.3% 상승)

베트남

- 4개 주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정도가

- 특히, 기후변화 관련 다수의 응답자가 아세

상이하며, 1 지역(하노이 및 호치민 도심

안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안요인이라

지역)의 최저임금이 420만 동(190미불)으

고 하였으며, 최근 홍수와 태풍 등 극심한

로 가장 높고, 4지역(농촌)의 최저임금은

재난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3,070,000 동(132미불)으로 가장 낮음.

싱가
포르

- 고용주는 직업훈련을 마친 고용자에 한해

우려가 가장 깊게 나타났으며, 아세안 정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

의 기후변화 해결능력이 낮다고 보는 의견

은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이 지배적

▪ 최저임금 제도가 없음.

ㅇ 대외 불안 요인으로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및
한반도 정세 (49.6%), 테러위협(44.6%)을 꼽음.
(아세안에 대한 평가)
ㅇ 지역통합으로 혜택 감지가 어렵다는 응답이
74.9%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세안이 강대국
의 경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73.2%로 아세안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
견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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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만한 전략적 파트너로
- 역내 정치적 경제적 경쟁력이 낮다는 점

는 일본(38.2%), EU(31.7%), 호주(8.8%), 인도

(68.6%)도 지적

(7.5%), 러시아(6.1%), 뉴질랜드(4.7%), 한국
(3.0%) 순으로 나타남.

(라카인 주 위기)

- 역외 국가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는

ㅇ 아세안의 라카인주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는

일본(61.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신뢰하는

긍정적(45.4%)*과 부정적(54.6%)으로 양측 의

이유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제공에 앞장서는 국가로 여기기 때문

*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미얀마 출신이 가장 많은

(소프트 파워)

점(244명, 전체 응답자에서 18.6% 차지)

- 아세안은 ‘미얀마 정부-라카인 주-로힝야 커

ㅇ 소프트 파워에서도 일본을 선호한다는 응답

뮤니티’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43%)

이 압도적(26.2%)이었으며, 가장 방문하고

이 가장 높았고, 미얀마에 외교적 압박을 가

싶은 국가 1위임.

해야하는 응답(23.7%) 비중도 높은 편

- 그러나, 대학진학 등 고등교육면에서는 미

- 로힝야 난민들이 자국에 정착할 경우 반대

국을 선호(29.3%)하고, 호주, 영국 등 영어

한다는 응답률이 61.3%로 대부분 부정적

권 국가를 선호한다는 응답 다대

(RCEP)

ㅇ 아세안의 5G 네트워크 선호 기업으로는 삼성

ㅇ 응답자 가운데 55.8%가 RCEP 회원국에 제한

(38.5%)으로 나타났으며, 라오스, 캄보디아, 말

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향후 가입

레이시아에서는 중국 기업 선호도(24.6%)가

국가 확대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함.

다소 높게 나타남.

(미중 갈등)

다. 관찰 및 평가

ㅇ 미중 간 기로에서 아세안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ㅇ 미중갈등, 아세안에 대한 평가, 미중 이외 역

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1.3%로 나타났으며,

외 국가 선호도(일본)는 2019년 조사결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선택해야한다면 미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이번 응답 결과를 통

국편에 서겠다는 응답률이 53.6%로 나타남.

해 중국의 對아세안 영향력이 더욱 심화되고

- 그러나,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7개국(브루

있음.

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태국)은 중국을 선호

ㅇ 작년 조사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전무하였으
나, 올해 조사에는 소프트파워, 전략적 파트

ㅇ 동남아에서 경제, 정치, 전략면에서 가장 영

너, 5G 네트워크 선호기업(삼성) 등 일부 언

향력 있는 국가는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급되었음.

미국인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한국의 이미지·

-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며, BRI를 신
뢰하지 않는다는 비중(63.6%) 또한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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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제고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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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