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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세안 대표부

[주요 이슈 분석]
[아세안 사무국] ASEAN TRANSPORT DEVELOPMENT 발간
1. 아세안 교통 부문 협력 체계
ㅇ [아세안 교통협력 개요] 아세안 회원국들은 ‘교통통신 위원회 (COTAC: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출범 이래 다양한
형태로 교통부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옴.
- 1977년 출범한 COTAC은 1992년 ‘교통통신 행동프로그램(POTAC:
Programme of Action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 1996
년 아세안 교통장관회의(ASEAN Transport Ministers Meeting) 등의 형
태로 발전함.
- 이후 ‘아세안 교통행동계획(ATAP: ASEAN Transport Action Plan)
2005-2010’, 쿠알라룸푸르 교통전략계획(KLTSP: Kuala Lumpur
Transport Strategic Plan) 2016-2025’ 등으로 이어짐.
2. 주요 부문별 발전 내역 분석
가. 항공
ㅇ 아세안의 항공부문의 협력체계는 2007년 출범한 ‘아세안 단일항공시장
(ASAM: ASEAN Single Aviation Market)’으로 시작해 2016년 아세안 오픈
스카이 협정(ASEAN Open Sky Agreements)로 이어짐.
- 아세안 오픈스카이 협정은 1)항공서비스 다자협약(MAAS: Multilateral
Agreement on Air Services), 2)항공여객서비스 완전개방 다자협약
(MAFLAPAS: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Full Liber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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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Air Services), 3)항공화물서비스 완전개방 다자협약(MAFLAFS: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Full Liberalization of Air Freight
Services)로 구성됨.
ㅇ 아세안 항공 부문은 화물 보다는 여객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짐.
그림 1. 아세안 국별 역내 항공 여객 사용 추이

나. 육상
ㅇ 아세안의 육상교통 발전은 ‘상품이동 활성화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정
(AFAFGI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 ‘국가간 운송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정(AFAFS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Inter-State Transport)’ 등으
로 기반으로 추진되어옴.
ㅇ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 부문은 항공, 해운 등에 비해서 규모와 질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달성함.
- 포장 도로의 경우 2000년 628,000km에서 2014년 967,000km로 54%
증가했으며, 국별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세가 두
드러짐.
- 고속도로의 경우 2004~2014년 기간 동안 총 2,218km가 연장되어 86%
가 증가했으며, 국별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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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세안의 국별 도로 인프라 발전 추이

- 철도 인프라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2004~2012년간 철도여객 사용자수가 약 64% 증가함.
그림 3. 아세안의 철도 인프라 증감 추이

다. 해운
ㅇ

아세안의 해운 부문 협력은 ‘아세안 단일해운시장(ASEAN Single
Shipping Market)’을 통한 통합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있는 해운 발전
을 추구함.

ㅇ UNCTAD의 ‘해운물류 연계성지수(LSCI: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에 따르면 아세안 해운물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
국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LSCI는 해운업 발전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로 ①취항 선박 수, ②취항 선박의 컨테이너
Capacity, ③선박 규모, ④서비스 건수, ⑤컨테이너 선사 수 등 5개 하부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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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베트남보다 LSCI가 높았던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2016
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거나 완만한 수준인 것에 비해서 베트남은 2004
년 12.86에서 62.84로 크게 성장했는데, 이는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교역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표 1. 아세안 국가들의 해운물류 연계성지수 추이

[주요 기관 동향]
1.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 한-ASEAN 교통장관회의 참석
- 10.13. 싱가포르. 제8차 한-ASEAN 교통장관회의 참석.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
아 고위 관계자 면담으로 우리기업 진출 지원

2. [외교부] 한국과 메콩 5개국간 제5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 10.19. 라오스. 우리 중소기업의 메콩 진출 및 관광산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 논의

3.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해외취업 블루오션 ASEAN 공략 나서
-

10.18.

베트남.

베트남

최대

취업포털

VietnamWorks社

및

한국상공인연합화

(KORCHAM)과 업무협약 체결. ‘한베 수교 25주년 2017년 베트남 취업박람회’ 개최.

4. [ERIA] ERIA, DFA, FSI Organise the High Level Forum on ASEAN@50
- 10.19. 마닐라. 아세안 고위급 포럼 개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로요 필리핀 前대
통령, 아피싯 태국 前총리, 피추안 태국 前외교부 장관 및 前아세안 사무총장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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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세안사무국] ASEAN enhances skills of Viet Nam’s officials on
project development
- 10.25. 베트남. 아세안사무국-베트남외교부 공동 아세안 프로젝트 템플레이트를 활용
프로젝트 프로포절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

[주요 언론 동향]
1. [Bloomberg] Asia's Newest Trillion-Dollar Economy Faces Bittersweet
Win
- 10.15. 인도네시아 GDP 1조 달러 달성 전망 불구 인프라 부족, 재정적자, 빈곤 등 도전
과제 상존

2. [Inquier] Asean moves closer to common market
- 10.17. 아세안 회원국 경제통합 진전으로 공동시장 진전. 미국 정책금리 움직임에 촉각.

3. [연합뉴스] 현대차, 동남아 시장공략 강화…아세안 전담조직 신설
- 10.25. 현대차 해외영업본부 아·중·아(아시아·중동·아프리카)실 산하에 '아세안(ASEAN)
태스크포스(T/F)팀' 신설

4. [Nikkei Asian Review] Samsung looks to boost local parts suppliers in
Vietnam
- 10.24.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기지 현지 부품공급사 비중 2020년까지 현재의 2배인 50개
사까지 확대 예정 발표.

5. [연합뉴스]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 토지수용 절차 개시…사업 본격화
- 10.18. 동남아 최초 국가간 고속철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 본격화. 총구
간 350km. 2026년 서비스 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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