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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배긍찬 교수님의 퇴임을 기념하여 후배 교수들이 뜻을 모아 간행한 책
이다. 배 교수님이 평생을 통해 집필한 논문과 연구보고서 중의 일부를 선택하여
편집한 것이다. 꼼꼼한 편집 과정을 거쳐 충실한 내용으로 발간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배 교수님이 천착한 아세안(ASEAN) 연구의 진수가 담긴 이 책은, 교수님 스스로
밝히셨듯이 학자 개인의 연구여정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 관련 1차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책이 동남아와 관련한 연구와 교육의 현장
에서 긴요히 활용되고, 일반 독자들이 우리 외교를 이해하고 교훈을 찾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막상 서문을 쓰려고 하니, 이 책의 출간에 대한 기쁜 마음보다는 이제는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
배 교수님의 퇴임은 외교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의미가 있다. 1963년에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한 이래 58년에 이르는 외교원의 조직 변천 과정에서
교수들의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남동 청사 시절의 1세대, 1990년에 현
청사로 이전한 후의 2세대, 그리고 2012년의 현 외교원 개편 이후에 합류한 3세대로
구분한다면, 2세대를 선도하셨던 분이 배 교수님이다. 32년 가까이 외교원을
이끌고 지켜왔던 산 증인이 떠난 후에 감당해야할 공백을 생각하니 일종의 두려움이
밀려온다.
배 교수님은 외유내강의 신사셨다. 상황이나 상하관계를 불문하고 예(禮)로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는 교수님의 트레이드마크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
는 엄격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셨다. 내가 같은 아시아태평양연구부에
소속되어 15년을 모셔왔지만, 원고 작성이나 외교원 행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역할
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다. 퇴임을 앞둔 최근까지도 연구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후배들의 귀감으로 남는다.
공사불문하고 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빠른 상황
판단과 논리에 압도당하곤 한다. 복잡해 보이는 현상의 본질을 빠르게 캐치하는
직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떤 회의에서도 배 교수님의 발표와 토론은
논리정연하고, 강의는 열정적이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정평이 있다. 그의 글은
현학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정곡을 찌르듯 명쾌하게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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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교수님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진 분으로 기억될 것 같다. 동남아 연구의 대가인
교수님은 동남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끊이질 않았다. 한국에서 ‘동남아’
라는 지역이 생소했던 1980년대에 동남아 권위주의체제 연구로 학위를 받고 학자
의 길을 시작하셨다. 이후 동남아의 대표적인 지역기구인 아세안의 중요성에 착목
하여 연구와 정책 제언에 진력해 오셨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교수님의 보고서를 당시 대통령이 직접 읽고 주목하였다는 에피소드는 전설로
남아있다. 교수님은 동남아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셨으며, 동남아 연구의
저변 확대에 노력해 오셨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배 교수님은 한국 국가전략의 고수(高手)이시다. 교수님은
미중의 전략경쟁이 첨예해지기 오래 전부터 동북아에서 펼쳐지는 강대국 정치에
서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으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책략을 제시하셨다. 교수님
의 후반기 아세안 연구에 흐르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역내 국가들의 대응
전략이라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과 맥을 같이 한다. 교수님은
중국과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국책연구소 간의
학술회의와 전략대화에 정열적으로 참여하셨고, 남다른 식견과 논리로 좌중을
압도하셨다.
배 교수님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셨다. 2008년부터
4년 가까이 외교안보연구원의 마지막 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의 살림을
챙기셨다. 당시는 국립외교원으로 조직개편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는데, 인사나
예산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도 상황을 피하지 않고 돌파해내는 저력을 보여
주셨다. 휴게실에 커피머신을 들여놓고,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현지정책연구와
안식년을 제도화하는 등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진력하셨다.
이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신 배 교수님의 퇴임을 맞아 아쉬움이 크지만, 30여년
의 연구생활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기원한다.

2021년 6월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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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ASEAN 연구기행 30년을 회고하며
나는 오래전부터 내 인생의 회고록 같은 것은 쓰지 않겠다고 생각해 왔다. 스스
로 내 자신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일을 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한 번도 인구에
회자된 적이 없는 사람의 회고록을 읽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이 세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유명하고 비범한 사람들만이 회고록을
쓰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나는 내 주변과 후세에 나의 평범한 삶의 기록을
구태여 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앞두고 지난 30여 년간 내가 수행해온 연구결과물
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나의 개인적 연구여정에 대한
회고의 글은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동남아와 ASEAN에 대한 연구를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 왔는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개인적 회고록은 아니다. 다만 이
책자의 출판배경에 대한 하나의 서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30년 나의 연구여정이 하나의 긴 기행처럼 느껴지기에 책자의 제목을 “ASEAN
연구기행”이라 붙여두었음을 밝힌다.
먼저 나의 대학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1970년대 중후반 고려대 정외과
학부시절 나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처음 떠오른 대상은 신문기자였지만 나는 그때가지만 해도 사실 신문기자가
어떤 직업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그저 내가 평소 좋아했던 대학선배가 조선
일보 기자가 된 것을 보고 막연히 부럽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3학년 초 어느 날
나의 아버님께서 평소 무언가 미덥지 못했던 내가 염려스러우셨던지 하루는
졸업 후 무얼 하겠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신문기자가
어떨까 한다고 했더니 다소 실망스런 표정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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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부터라도 진로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애초 반드시 기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었던 나는 기자가 되는
것은 곧바로 잊어버리고 좀 더 진지하게 장래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나는 학부시절 정치학에 개인적으로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학과 성적
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때로는 일부 교수님들의 비판적인 강의와 스치는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지적으로 매우 충격적이었고, 특히 유신이라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 문제를 마음속으로 나름 고민하기도 했다. 또한
어렴풋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의 군부통치 권위주의체제나 필리핀 마르
코스 대통령의 계엄령체제 그리고 태국의 빈번한 군사 쿠데타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국가들과 한국의 정치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고, 왜 다수 아시아 중소국가들이 민주화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했다. 아마도 나는 이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동남아 전문가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버님과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해
자주 논쟁을 이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민주화 운동이나 독재타도를 향한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 적은 없다. 물론 그런 운동권 학생들의 소규모 학습모임에 우연찮게 두어 번
참석한 적도 있었고 그들로부터 참여 권유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고
행동할 역량도 부족했다. 그때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들 중 일부는 감옥살이까지
도 했다. 나는 또한 공직에 계신 아버님도 걱정되었다. 당시 정치인이나 공직자
자식들 중 데모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친들이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심심
찮게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나는 것은 학교에서 데모하기 바로 전날 경찰서에서
우리 집에 전화하여 내일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
다음 날 학교에 가보면 정말 신통하게도 데모가 발생했다. 그리고는 주동자였던
몇몇 학생들이 끌려갔다. 나는 결국 행동가는 못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계속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더욱 커져갔다. 일종의 현실도피
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졸업 후 무슨 일이던 곧바로 현장에 뛰어들기는
싫었으니까. 해서 일단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존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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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호 교수님을 찾아뵙고 대학원 진학 상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4학년 초
어느 날 한배호 선생님께서 나 더러 국내대학원 진학보다는 아예 미국유학을
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또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도 해 주셨다. 이것이 내게는 학문을 직업으로 하게 된 최초의 계기인 샘이다.
부모님께서도 크게 반대는 없으셨다. 다만 경제관료로서 매우 현실적인 세계관
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님께서는 애초 내가 정외과를 선택한 것에도 일부 유보적
이셨고, 학자 교수 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고맙게도 결국 내가 학자가 되는 길을 후원해 주셨다. 나의 아버님
도 대학시절에 정치학을 전공하신바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1981년 여름 나는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대학시절 내내 사귀어온 지금의 내
아내와 결혼과 동시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소재한 클레어
먼트 대학원(The Claremont Graduate School)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여
1987년 가을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나는 박사과정에서 국제정치와 비교
정치를 전공분야로 하고 부전공으로 동남아 지역연구를 선택했다.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내가 그때부터 동남아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 한국의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1970년대 유신체제에 이어 1980년대
제5 공화국 등 정치적 권위주의로 이어지는 한국의 현실은 나로 하여금 제 3세계
정치에 폭넓은 관심을 갖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남아가 나의 눈앞에 바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당시 다수의 제 3세계 정치 전공자들은 특히 남미정치 연구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나는 우리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맥락이
상이한 남미보다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국가들의 정치상황이
한국의 정치상황과 유사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고 학문적인 시사점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유학시절 동남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권위주의체제 등장과 관련한 비교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후일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립외교원에서 동남아 지역
연구, 특히 ASEAN 중심의 국제관계를 천착하게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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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동남아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끼고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삼기까지 했지만, 과연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학자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지역 전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취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물론 동남아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과연 동남아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이 문제는 항상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사학위
자격시험을 마치고 논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서울에 잠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분이 있었다. 바로 나에게 처음
으로 유학을 권했던 한배호 교수님이다. 한배호 교수님께 동남아 전공에 대한
나의 우려와 고충을 토로했는데 한배호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학자란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나의 고민은 말끔히 해소되었으며,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죄고우면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한편 나는 유학시절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스승을 만났는데 이는 내 인생
에서 큰 행운이었다. 국제정치 이론가인 탐슨(William Thompson) 교수님은 국제
정치와 국제정치경제 이론 그리고 그의 독특한 비교정치학적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동남아 전문가인 엘리옷(David Elliott) 교수님은 동남아 지역연구와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나의 지식과 인식의 지평을 크게 넓혀 주었다.
결국 나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나의 문제
의식을 구체화시킨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나의 연구는 1970년대
초반 한국의 박정희 유신체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군부통치체제, 필리핀의
마르코스 계엄령체제의 등장은 남미적 맥락에서 비롯된 정치경제학적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으며,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즉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이라는
국제정치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더욱 적실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두 분의 스승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많은 담론과 인생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하다. 강의와 면담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학위 후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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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과정 등 많은 부분에서 두 분은 나의 학문과 인생의 스승님이셨다. 뿐만
아니라 두 스승님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특히 탐슨 교수님은 논문의 매 챕터가 끝날 때 마다 나의 어설픈
영문 표현은 물론 철자법과 구두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고쳐주었다. 물론 자신이 지도하는 외국학생의 엉성한 영문표현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던 탐슨 교수의 완벽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도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보통은 미국 학생들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고쳐주는 경우
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도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고
탐슨 교수와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던 미국 친구 루퍼트(Mark Rupert, 현재 미국
Syracuse 대학 정치학 교수)에게 영문 에디팅을 미리 부탁했지만, 탐슨 교수님이
모두 완벽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루퍼트는 이는 매우 예외
적인 일이라 한 말이 기억난다.
또한 엘리옷 교수는 아시아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동양적 신사로서 나에게
교수로서 롤 모델과도 같은 존재였다. 내 논문의 출발점은 사실 엘리옷 교수의
강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처음부터 내 논문에 많은 흥미와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셨다. 특히 엘리옷 교수의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 강의와 동남아 지역
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개인지도는 내가 논문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
다. 그는 내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고,
자료수집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나와 긴 논쟁을 벌이
면서까지 논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훌륭한 조언들을 다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고 부인이 베트남인인 엘리옷 교수는 미국 사람이
라기보다는 아시아적 군자와도 같은 분이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동서양의
문화적 장벽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많은 부분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나는 1987년 늦가을에 귀국하여 1988년과 1989년 여름까지 3학기 동안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대학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이 시기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나의 전공분야에 대한 것이다. 귀국 직후
가까운 외가 친척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 외삼촌 한분이 나에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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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동남아를 전공했지? 너 혹시 중국이나 일본 같은 큰 나라를 전공하려 했는데
경쟁에 밀려서 동남아를 한 것 아냐?”라는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동남아란 변방
의 관심대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대ASEAN 중시정책이
다 신남방정책이다 해서 동남아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주류의 주요 관심사는 아닌 것이다.
그러던 중 1989년 9월 나는 현재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에 조교
수로 취직이 되었다. 귀국 후 1년 반 동안 보따리 장사를 했던 나로서는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었다. 사실 뛸 듯이 기뻐했다. 박사학위 받을 때 보다 첫 취직이 더욱
기뻤으니까. 그러나 마음 한 곳에는 자율성이 제한된 국가연구기관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대학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특히 모교에 가고 싶은 희망을
접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나의 첫 직장이자 후일 평생직장이 된 외교안보연구원
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하면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다.
내가 처음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맡게 된 연구 분야는 미국이었다. 내가 유학 중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을 공부한 덕에 이 분야를 맡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는 좀처럼 연구하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도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
현재의 한미관계와는 대조적으로 그때만 해도 한미관계는 단조롭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소련방의 붕괴로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재편되어 한국외교에서 미국변수는 그야말로 상수로 작용했다. 요즘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게 표면화되지도 않았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문제나
작전권 이양문제 등은 중장기 과제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중패권 경쟁과 대립이 가시화되어 미중 간 전략적 선택의 문제와
같은 것도 없었다. 당시의 한국외교란 그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혈맹인 패권국 미국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는 그런 시기였다.
한미관계를 연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동남아 연구에 대한 아쉬움
이 항상 남아있었다.
그런데 1991년은 내게 매우 중요한 해였다. 이때부터 나는 미국연구를 그만두고
동남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외교안보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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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기 이전부터 오랜 동안 동남아 분야를 담당해온 김국진 교수님이 연구
실장(현재 국립외교원의 연구소장에 해당) 직을 맡게 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연구원 내에서 연구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된 김국진 교수가 더 이상 동남아
를 맡을 수 없게 되어 내가 그의 빈자리를 매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도 동남아 연구를 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나의
ASEAN 연구기행 30년(1991-2021)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다.
이로부터 수년 후 또 다른 더욱 확실한 계기가 찾아왔다. 마침 고려대 정외과
에서 신규교수 채용이 있었는데 나는 항상 염원해 왔던 모교의 교수자리에 응모
했으나, 결과는 아쉬운 낙방으로 끝났다. 처음에는 크게 낙담하여 매우 허탈해
했지만, 얼마 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고려대
진입에 실패한 이후 나는 방학도 있고 보다 활동이 자유로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 길이 앞으로 나의 길
이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홀가분하게 정리해 버리니 모든 생활
이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된 것이다.
결국 내가 지난 30년 동안 ASEAN을 천착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내가
외교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과 그 후신인 국립외교원에 계속 봉직했기 때문
이다. 이는 전적으로 나의 자율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주어진
조건이라 할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했다면 동남아 지역의
국제관계 보다는 동남아 각국의 비교정치 분야에 더욱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컷을 것이다. 대체로 대학의 수요는 동남아 국제관계 보다는 동남아 비교정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기관 연구소인 외교안보연구원의 수요는 압도적으
로 동남아지역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또는 아태지역 국제관계에 집중해 왔다.
나의 ASEAN 연구기행 30년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여정은 아직 ASEAN과 조우하기 이전에 동남아를
처음 알게 되는 과정이다. 제 2 여정은 1990년대 말까지 ASEAN의 성장과 발전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에 몰입하던 시기였다. 그 다음 제 3 여정은 ASEAN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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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ASEAN+3(한중일) 협력체제와 EAS 출범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과정이다. 제 4 여정은 2010년대 초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중 간 패권
경쟁과 ASEAN의 전략적 대응과정이다. 마지막 제 5 여정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사실상 패권전쟁의 양태를 띠기 시작한 이후 ASEAN의 대응양식과 향후
한국의 선택을 고심하는 시기이다.
제 2 여정의 시작점인 1991년 동남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단연
나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히 ASEAN이다. 1967년에 출범한 동남아국가들의
지역협력기구인 ASEAN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서서히 내부적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요 변수로
등장한 것은 냉전종식 이후 1990년대 초반 부터였기 때문이다. ASEAN의 자유
무역지대(AFTA) 창출, 회원국 확대(ASEAN 10), APEC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EAEC 구상의 대두 그리고 ASEAN 주도의 ARF 출범 등이 바로 그런 것들 이었
다. 이 시기 나는 모든 역량을 ASEAN 연구에 집중했다. 하나하나 모두 새롭고
경이로운 것으로 느껴졌으며, 누구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과정과 같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상대를 깊이 이해
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상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커져갔다. 이 시기 나에게
남겨진 가장 강력한 성찰은 영국학자 Michael Leifer가 언급했듯이 ASEAN은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났다(better than nothing)” 이라는 표현이다. 나는 아직
도 이 말을 자주 되뇌고 있다.
제 3 여정은 ASEAN 주도로 1997년 출범한 ASEAN+3 협력체제와 2005년
출범한 EAS가 소위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형성과 관련하여
촉발된 치열한 논쟁과정이다. 즉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를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을 기반으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관련국 간 치열한 논쟁과 외교전
이 펼쳐진 과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ASEAN+3 중심의 공동체도 구축되지
못했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포함된 확대된 공동체도 형성되지 않았다. 나는
이 시기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또는 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를 강력히 지지했고 각종 외교적 방안들을 연구하고 제안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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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럽과는 달리 공통의 이해관계와 가치기반이 결여된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체 형성은 신기루였을 뿐이다. 이와 동시에 나는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
을 절감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에도 매진했지만 이 또한 물거품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에 대한 나의 알량한 감성적 이상주의가 여지
없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이후 제 4 여정에서 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아태지역과 동남아지역에서 가시화
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 간 지역패권 경쟁과 ASEAN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게 되었다. 특히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패권도전의 조짐은 미국은 물론 다수 동남아국가들과 한국도
조심스럽게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처는 다소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이 시기 동남아국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니
셔티브와 함께 ASEAN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이 돋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미온적 태도와 ASEAN 중심성의 한계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저지
하는데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나는 이 시기 중국의 부상, 남중국해
의 군사화 문제, 미국의 반응, ASEAN의 전략적 대응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나, 나 역시도 확실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마지막 제 5 여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패권좌절 전략의 전개과정
과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향후 미중 간 예상되는 패권전쟁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ASEAN국가들의 대응양식을 예상해 보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미중 간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 QUAD 등
군사외교 전략 등이 주요 관심사 일 수밖에 없고, 남중국해 문제, 신장과 홍콩의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승리할 것인지 시진핑은 실각할 것인지 중국 공산당의 장래는 어떻
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다소 과감하고 용감하게도 향후 3-4년 이내에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붕괴시키지는 못한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진핑 일인 지배체제의 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미중 간 ‘안미경중’의 줄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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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기 보다는 결국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현재의 미중 간 패권대결 양상과 예상되는 패권전쟁은
ASEAN과 한국 등 이 지역의 중소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폭을 극도로 제한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재설정해 나가야 하며, 이에 따른 위험분산과
전략적 기회를 적절하게 포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냉엄한 현실주의를 넘어서는 냉혹한 현실주의적 진단이라 할 것
이다. 결과는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향후
나의 판단이 잘못되어 하나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 판명난다 하더
라도 이를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책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나의 동남아
입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논문이다. 내 최초의 동남아 분야 학술 논문이다. 제 2장은 ASEAN과의 조우라는
부분인데, 1990년대 말까지 ASEAN의 성장과 발전과정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해본 학술 논문이다. 제 3장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과 ASEAN에 관한 연구보고
서를 묶어 보았다. 제 4장은 미중패권 경쟁과 ASEAN의 전략적 선택을 마지막
제 5장은 미중패권 전쟁과 ASEAN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선택에 대한 연구보고
서를 모아 보았다.
사실 이 책을 편집하는데 초기에 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
았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내가 쓴 10여 편 이상의 학술논문과 공동
저서의 챕터 그리고 연구원에서 발간한 다수의 연구보고서, 즉 30편 이상의 정책
연구과제와 70편 이상의 주요국제문제분석 가운데 무었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결국 여러 생각 끝에 특히 2000년 이후의 주요국제문제
분석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정리하는 방안이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1991년부터 매년 열리는 ASEAN 정상회의 결과를 거의 매년 주요국제문제
분석으로 발간해 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기간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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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직을 맡았던 관계로 관련 보고서를 직접 쓰지는 못
하였다. 특히 1997년 이후의 ASEAN 연례 정상회의는 ASEAN+3 정상회의와 함께
1998년부터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그리고 2005년부터는 EAS까지 사실상 아태
지역의 정상급 다자협력체제를 ASEAN이 계속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서화(documentation) 작업으로 나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연례 정상회의와 관련한 나의 주요국제문제분석은 순수한 학술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ASEAN 관련 정상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분석과
관련한 한국내 유일한 1차 자료이다. 매년 정상회의가 끝나면 나는 언론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외교부 본부에서 제공했던 현장감 넘치
는 외교전문과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을 작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내 발표와 토론시 본부 담당관들의 가감 없는 세세한 정보와 평가
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유일의 1차 자료로서 이를 문서화 한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며, 외부의 학자나 연구기관들은 이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또는
학술연구논문을 쓰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는 내가 매우 아끼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를 함께 해온 후학의 도움과 응원이 큰 몫을 했음을 밝혀두
고 싶다. 평소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는 자주 나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몇 차례나 ASEAN 관련 정상회의를 다룬 나의
보고서가 유의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곤 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에서 나의 1차 자료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참고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나름 가치 있는 자료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고,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는 이 분야의 후학들에게 귀중한 사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ASEAN 연구기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
던 외부의 연구단체 또는 개인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립외교원의 국제
교류 활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1990년대 초반부터 내가 깊이 관여
했던 동남아연구회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 동남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소장파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남아정치연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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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확대발전했는데, 한국외대 양승윤, 강원대
박사명, 서강대 신윤환, 성신여대 윤진표, 서울대 오명석, 부산외대 김홍구, 고려대
박번순,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률, 아산정책 연구원
이재현 박사 등을 포함하여 국내 50여명의 학자들과 함께 동남아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동남아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나는 많은 지식과 통찰을 얻게 되었다.
특히 연구 활동 초중반기에 매년 실시했던 현지조사는 나에게 동남아지역에
대한 현장감과 현지감각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나 같은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들과 함께했던 현지조사는 일반
정치학자의 통념과 상상을 뛰어 넘는 새롭고 경이로운 현지경험을 축적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지역과 태국 북부 메홍손 지역 그리고
미얀마 중부의 버강 지역에 대한 현지방문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들은 지금도 한국동남아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주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에게는 한국학계에서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평생직장인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립외교원을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현지조사와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나는 동남아
10개국 전체는 물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유럽, 중동, 남미 등
세계 여러 지역을 다녀보았다. ASEAN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과 동남아
국가 연구소간 양자 또는 다자간 학술교류, 일반 국제회의, 외교부 본부와
연계된 업무출장, 기타 외부 초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 졌으나, 나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출장은 역시 개별 방문이었다. 특정한 회의나 행사와는
별개로 내가 스스로 방문국을 선정하고 그 곳에서 만나고 싶은 전문가나 관련
인사들을 사전에 섭외하여 개별 면담을 통해 정보와 지식 그리고 통찰을 얻는
방식이었다. 대체로 공식적 회의나 행사 등과 관련한 출장을 통해서는 그다지
귀중한 정보나 새로운 통찰을 얻기 힘들었고, 개별적 연구 방문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면담방식으로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남아지역 개별 연구방문이 주로 이루어 졌던 곳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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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싱가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방콕,
하노이 등이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개별적 연구방문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외교안보연구원
의 연구실장 직을 맡게 된 기간 중 모든 연구원 교수들의 개인적 현지조사연구를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화시킨바 있었다. 나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교수들의 반응도 좋았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개별적 현지조사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
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제도적 방안은 6개월 기간의 안식년 제도이
다. 이 제도에 따라 나는 199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와 2006년 미국 하와이 East-West Center(EWC)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싱크
탱크 CSIS는 동남아 최대국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정책을 이해
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EWC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우리 연구원의 안식년 제도 또한 연구의 질과 수준을 높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오랜 연구방문을 통하여 나는 학자, 관료, 군인, 언론인,
정치인 등 수 많은 전문가들과 접촉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인상에
남는 인물이 있다. 싱가폴 외교부의 토미 코(Tommy Koh) 대사이다. 토미 코
대사는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자 UN 대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으로서, 80이 넘은
고령인데도 여전히 본부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폴의 국가적 스승(guru) 중
한사람이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말 시드니였다. 호주 총리 케빈 러드가 주창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호주정부 차원에서 띠우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
였는데, 나는 3일 동안 우연히 토미 코 대사와 동선이 일치하여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겸손하지만 할 말은 다하는 외교관으로서 나에게 동남아 국가
들의 관점을 담은 그의 솔직 담백한 의견과 식견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이후 나는 싱가폴을 방문할 때 마다 외교부의 VIP 접견실에서 그와
함께 단 둘이서 장시간 ASEAN의 은밀한 내부동향, 중국-ASEAN 관계의 변화,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 등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했고, 그는 나에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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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한중관계, 남북한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서로의 심경을 솔직히
털어놓고 대화했기에 내게는 동남아국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회였을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거의 매년 수차례 지속되었는데 마지막 만남은 3년 전에 이루어
졌다. 그때 그는 내게 자신의 저서를 선물했는데 주로 그의 기고문, 연설문, 발표
문들을 엮은 것으로서 그만의 영문 표현법이 특별히 돋보이는 책이었다. 쉽고
간결하고 명료한 영문 표현법은 나 같은 비영어권 외국인에게는 정말로 참고가
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끔 그의 책을 뒤져보기도 한다. 내가 은퇴해서
도 다시 한 번 만나고 싶은 유일한 동남아 인사이다.
나는 동남아 지역 이외에도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학술교류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 왔다. 이는 분명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서 얻을
수 있는 특장점이라 생각되며, ASEAN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 즉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정세를 보다 큰 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은 1980년대부터 일본 외무성
산하 싱크탱크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와 연례적인 양자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직후 1993년부터는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
중국국제관계연구원(CIIS)과 연례적인 양자학술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나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이 두 개의 양자학술회의에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다. 2000년 이후 때로는 한국외교안보연구원,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중국국제
관계연구원과 필요시 3자간 학술회의도 수차례 열린바 있으나 최근에는 자주
개최되지 않고 있다.
매년 나는 서울, 도쿄, 베이징에서 연례적으로 순차 개최되는 한일회의와 한중
회의에 참여했으며, 특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베이징에서 공식회의 종료 후 중국
내 여러 지방을 여행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상해, 남경, 중경, 시안,
연안, 우한, 성도, 곤명, 란조우, 둔황, 계림, 태윤, 하르빈, 장춘, 심양 등 실로
넒은 중국의 다양한 지방을 여행할 수 있었는데, 티벳과 신장지역 정도만 가보지
못했다. 물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대만과 홍콩도 몇 차례 방문한 적도 있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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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요코하마, 히로시마, 시코쿠, 오키나와 방문 등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나로 하여금 일본보다는 중국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유발시켰는데, 나는 주로 책 보다는 현장학습을 통해 중국을 이해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내게 동남아가 핵심적 전공분야라면 어깨
넘어 배운 중국은 부전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짜 중국 전문가들
처럼 중국정치나 외교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
나의 가장 급박한 관심사는 중국의 장래이고 미중 간 패권전쟁의 전개에 대한
지적 탐색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나에게 중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만들어준 잊을 수 없는 중국
의 노신사가 있다. 1994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국제관계연구원의 원장
이었던 양성서 대사이다. 이 분은 원래 인민일보 국제부 기자 출신으로 중국
외교부로 전직하여 정책기획실장과 오스트리아 대사를 역임한바 있다. 언론인
이자 학자이며 외교관인 셈이다. 당시 우리 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 취임한 중국
전문가 박두복 교수님께서 나에게 한중회의 한국측 간사를 맡긴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나의 중국측 파트너는 한반도 전문가 우소화 선생이었는데, 양성서
원장이 아끼는 후배여서 나와 함께 3인은 지금까지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특히
양성서 원장이 현직에 있었던 7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매년 서울과 베이징회의
에서 만났고 한국내 지방시찰은 물론 중국내 지방시찰에도 자주 함께 하면서 수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양성서 원장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을 강력히 지지했던 현실적 실용주의자
였으며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유지를 대단히 중시했다. 또한 그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남다른 탁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솔직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직접 만나본 중국의 최고 현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내가 양원장과 우소화 선생을 사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년 전 베이징에서 였는데, 이제 나이 90이 넘은 이 노련한 현인은
아직도 매년 초 언론을 통해 당해 연도의 주요국제정세변화를 전망하는 연재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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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몇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할 차례이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 책자의 출판을 제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주신 강선주 교수님, 책자의 편집책임을 쾌히
맡아주신 조양현 교수님 그리고 책자의 완성까지 수고스럽고 세심한 편집작업
을 마다하지 않은 황지혜 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세분의 도움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의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분들 외에 연구원의 모든 교수님들, 연구원들, 행정직원들 그리고
김준형 원장님과 오영주 소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모두 내가 안정적인
말년 교수생활을 통하여 무탈하게 정년근무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데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별히 최근 수년간 원내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틈틈이
의견교환을 통해 나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깊게 해준 김한권, 최진백 교수님
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5년 전 은퇴하신 이동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이교수님은 많은 부분 내게 선임자, 선험자이셨기
때문이다. 항상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전혜원 교수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교수 말년 시기에 편안하고 유쾌한 일상을 함께 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함께 이어나갈 나의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는 박사학위 논문 완성 2년 전에 급작스럽게 작고하신 나의 아버님께 학위
논문을 바친 적이 있다. 내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자 인도자이셨기 때문
이다. 이번에는 이 책을 나의 아내에게 헌정하려 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나와의
오랜 결혼생활에서 보살피기 매우 힘들지만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운명적으로
함께 한 내 아내에게 최대의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내 인생의 동반자인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책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의 공식적 ASEAN 연구기행은 은퇴와 함께 그 종착점에 다다랐다. 다소
감개무량한 마음마저 들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 나의 ASEAN 연구기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반문해 보기도 한다.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기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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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동남아에
가다

1988. 12.

< 한국정치학회보 >

닉슨 독트린과 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 :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비교 분석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Nixon Doctrine과 동아시아
3. 1972년 한국의 유신
4. 1972년 필리핀의 계엄령
5. 1971년 인도네시아의 총선
6. 맺는 말

[요 약]
1972년 10월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나타난 한국정치의 권위주의화 추세는 한국
에서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표출된
보편적 현상이었다. 특히 필리핀의 다르코스 대통령은 같은 해 8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의 장기 독재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인도네시아 군부는 1971년 7월의
총선을 통하여 강력한 군사통치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권위주의화 추세에 대하여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여 본 것이다.
본 연구의 요지는 그간의 제 3 세계 권위주의체제 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분석들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은 국제정치적·외부적 안보변수를 동아시아
에 있어서 권위주의화 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보려는데
있다. 이들 세 나라의 권위주의체제 등장이 모두 기존의 집권보수반공지도자들에
27
ASEAN 연구기행

의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여 본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Nixon Doctrine에 의해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던 동아시아
의 국제관계와 권위주의체제 등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말해서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비교분석은 집권 엘리트그룹의
당시 급변하던 외부적 안보환경에 기인한 국가 혹은 체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동시에 내부적으로 산업화의 진척에서 오는 국내정치 및 경제위기와
더불어 체제가 권위주의화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집권 엘리트그룹의 대내외적 안보위기의식의
정도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양식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제 3 세계 권위주의체제 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적 요인을 그리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197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권위주의화 추세는 국제정치적
변수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남미적 맥락에서의 엄격한 경제구조적 변수들만
가지고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우리의 분석에서
경제적 차원의 변수들을 전적으로 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국제정치적 또는 안보적 요인들
을 경제변수와 함께 중요한 인과적 변수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1972년 가을 박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와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변동은 분명히 한국 현대정치사에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
이었다. 비록 10월 유신이 한국정치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전통과 단절된 특유한 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신이 가지는
정치적 합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유신체제
가 1972년 이전까지 적어도 형식적이나마 존속했던 경제적(혹은 준경쟁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유신
체제는 과거와는 다른 만개된(full-fledged) 형태의 공개적 독재체제로서 10·2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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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신체제의 성립과 함께 한국정치의 권위주의화 추세(authoritarian trend)에
대하여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과학계 일각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었고,
아직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먼저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구조적 맥락에서 남미 각국의 산업화단계와
정치변화과정 간의 인과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이론모델을 한국에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으로부터 비롯되었
다. 그 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한 해석과 비판적 수용문제가 이미 많은 학자
들에 의해 검토되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의 장황한 언급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
된다. 다만 최근 한국의 권위주의체제론 연구는 다양한 정치경제학의 제이론과
국가론을 수용함으로써 그 논쟁점이 소위 경제결정론-정치결정론으로 모아지
고 있는 듯 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1 또한 특정 단일변수 중심의 결정론과는
대조적으로 몇가지 요인의 동시적 상호작용 혹은 사건들의 우연적 결합을 강조
하는 국면적(conjunctural) 설명들도 아울러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
그러나 지금까지 개진된 기존의 이론적 견해들은 한국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상당한 적실성과 유용성을 보여준 반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일어난 현상이나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유신체제의 등장에 관하여 그간의 어떠한 설명들도 그다지 만족
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산업화, 강력한 국가구조,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의 전통 혹은 야권의 정권도전에 대한 지도자의 위기의식과 장기집권욕 등이
유신을 가능케 한 중요 요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변수들만 가지고는 유신체제
와 같은 권위주의적 통치구조가 왜 197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특정시점에 등장
하였는지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초 한국에서
나타난 권위주의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1

2

이 점에 관하여 강민, “국가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정치학회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법문사,
1987)과 박광주, “한국의 권위주의체제론 연구,” ｢현대사회｣, 30 (1988 여름)를 참조할 것.
최완규, “권위주의체제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 유신체제의 경우,” ｢한국과 국제정치｣ 7, (1988 봄)
그리고 박상섭, “한국 자본주의와 정치체제,” 김성국 외 공저, ｢한국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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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70년대 초반의 권위주의화 추세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보편적 현상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권위
주의체제 등장의 도미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
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론놀
장군이 국가원수였던 시하누크공을 축출하는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듬해인 1971년
11월 태국의 군사정권은 헌법을 폐기하고 의회를 해산시키는 계엄령을 선포
하였다. 같은 시기 남베트남의 티우정권도 내부적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
였으며, 1965년 반공쿠데타로 수카르노정권을 무너뜨린 인도네시아 군부는
1971년 여름의 총선을 통하여 강력한 군사통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972년 9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필리핀 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장기독재의 길을 열었다. 그로
부터 약 한 달 뒤 한국에서도 박대통령에 의해 이와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동아시아의 권위주의화 현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1970년대 초엽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동시에 표출된 권위주의화 추세가
단순히 우연하게 일치된 현상이었을까? 만일 우리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의깊게 살펴본
다면 권위주의화의 동시적 현상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다는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유신체제의 등장에 관하여 새로운 설명을
해보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국제정치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례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경우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이 비교분석에서는
또한 제 3 세계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적 권위주의(B·A)의 분석틀을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각기 적용시켜 보는 문제점들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먼저 각국의 사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Nixon Doctrine의 내용과 그것이 동아시아에 던진 충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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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xon Doctrine과 동아시아
1969년 1월 닉슨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천명하였다. 또 그해
7월 닉슨 대통령은 괌(Guam)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관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Nixon Doctrine(혹은 동남아시아에 관한 괌독트린)
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모든 안보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2) 미국의 동맹국 혹은 미국의 안보에 극히 중요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핵위협
을 받을 경우 미국은 이들을 보호하고
(3) 미국은 핵위협 이외의 외부공격에 대하여 동맹국이 요청하면 안보공약에
의거해 그들에게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나, 동맹국은 스스로가
자신의 방위에 대하여 일차적 책음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3
실로 Nixon Doctrine은 전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시도한 것
이며,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한 것이었다. 전후 미국의
일관된 안보정책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소련 중심의 대공산권 견제를 목표로
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에 기초하고 있었다.4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봉쇄정책은 냉전의 격화와 함께 특히 1949년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 당시 봉쇄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중요한 기본
가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첫째, 세계도처에서 자유진영을 위협하는 좌익
공산주의 운동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의 일환이며, 공산진영은 사회주의
양대세력인 소련과 중공의 군사동맹에 기초한 단일체적(monolithic)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5 둘째, 만일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가 공산화된다면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하나의 연속적 반작용으로 계속 공산화됨으로써 결국
이 지역 전체가 공산화된다는 도미노이론(domino theory)이 미국 정책당국자들의
전략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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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 Overholt and Herman Kahn, The United States and Pacific Asia in the Seventies, Vol. 1 (New York:
Hudson Institute, 1974), p.1.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The Pentagon Papers, Senator Mike Gravel Edition (Boston: Beacon Press, 1971),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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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하에 미국의 봉쇄정책은 소련과 중공의 양대 공산세력을 포위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그것은 유럽의 NATO, 중동의
CENTO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SEATO와 같은 집단방위 조약기구의 창설로 나타
났으며,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적 상호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 도전에 직면해 있던 이 지역의 취약한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은 그들에게 확고한
안보공약을 과시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1950년대와 60년대 기간중 동아시아
대부분 비공산국가들(버마와 1965년 이전의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의 안전
보장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에 의존하고 있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미국이 월남전에 대규모 군사개입(1965~
68)을 감행한 이유는 이 지역과 세계의 다른 모든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공약
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도차이나 전쟁은 이러한 점에서
봉쇄정책의 중대한 시험장이 되었다.
1969년 Nixon Doctrine이 발표된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인도차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국내적 반대와 월남에서 점점 명백해지고 있는 군사적 패배가 원인
이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국제정치상의 구조적 이유는 또 다른데 있었다. 그것은
전후 미·소 초강대세력 간에 형성된 냉전적 양극체제에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화해 조짐을 보여온 국제관계가 다극체제로 전환하던 당시 국제정치의 변화로
일변단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냉전논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었던 공산주의
블록의 단일체성이 격화된 중소분쟁으로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소 간의 분쟁은 마침내 1968~69년에 양국이 국경에서 무력충돌을
벌임으로써 중국은 소련을 그들의 주적(principal enemy)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미국과 제한된 전략적 화해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둘째, 소련은 1960년대 말경
전략 핵무기의 수준에 있어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평형(parity)을 이루게 되었
다.7 셋째, 일본은 전후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정치상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는 Nixon Doctri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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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ntagon Papers, p.85.
David Holloway, The Soviet Union and the Arms Ra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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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명되었으며 그것은 1945년 이래로 세계 정치경제를 지배해온 미국 헤게
모니의 퇴조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던 것이다.8
그러나 동아시아의 권위주의화 추세에 관하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Nixon
Doctrine의 배경이 아니라 그것이 동아시아 각국에 던진 충격이었다. Nixon
Doctrine과 관련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목표는 우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고, 그 다음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미국의 군사주둔과 개입수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감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가급적 줄여보자는 것이
었다. 따라서 미국은 결코 봉쇄정책을 전면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즉 미국의
의도는 아시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전면적 안보공약을 제한적
안보공약으로 바꾸어 보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xon Doctrine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즉각적 반응은
미국이 결국 아시아 전체를 포기하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극도의 경악과 두려움
으로 나타났다.9 전 미국무성 Bundy 차관보가 우려했던 바대로10 다급하게 추진된
월남에서 미군의 철수는 이 지역 전체에서 곧 예상되는 미군 전면철수의 분명한
전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심지어 ASEAN국가의 일부 지도자들은 Nixon
Doctrine을 미국이 아시아를 포기하려는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보았다.11 Nixon Doctrine의 충격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지원에 의존해 왔고 실제로 반공전선의 최전방에서 공산세력과 직접 대치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국에서 보다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미국이 아시아를
포기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와 함께 한국정부는 미국측에 의해 거론된 주한
미군의 부분철수계획이 바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것을 그간 미국에 의해 거듭 확인된 안보공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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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xon Doctrine의 발표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던 동아시아
비공산국가들에게 더 한층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것은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었다. 특히 이 방문과 미·중 공간 협상은 아시아의 약소국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래가 미국과 중공이라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각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와 지도자들이 미국 원조의 감축과 악화일로의 월남전 양상에 기인한 심각한
국제적 안보위기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선 지역협조체제의 강화라든지 혹은
자구적 국가 안보체제의 추구 등의 형태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가시화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Nixon Doctrine의 외부적 충격이 이 지역
국가들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점증하는 체제의 권위
주의화 추세로 뚜렷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각국 나름의 국내정치경제적
요인들로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외부적, 국제정치 변수에 대한 고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 논지(universal theme)가 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의 권위주의화 추세에 관련하여 Nixon Doctrine의 가장 흥미로운
일면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자조(self-reliance)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는 미국이 더 이상 이 지역을 감시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허약한 국내 지지기반을 가진 이 지역의 집권 세력을
떠받쳐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닥트린의
세 번째 항목이 암시하듯이, 포기의 반대는 동맹국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
하는 일차적 역할(비록 그것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수반한다 하더라도)을 수행해야
한다는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3
지금까지 우리는 1970년대 초 동아시아의 권위주의화 추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외부적 안보위협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집권자들이
실제로 직면했던 국제적 안보위기는 많은 체제반대자들이 흔히 주장해 왔듯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날조된(fabricated) 상상적 위기가 결코 아니

13

Institution Press, 1982), p.142.
Donald McCloud, System and Process in Southeast Asia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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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아시아 안보문제에 관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의 비개입 원칙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철수 및 감축의 조짐은 특히 각국의 집권보수 반공지도자
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어떻게 국내의 정치, 경제적 여건이 다른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의 권위주의체제 등장에 주요변수로 작용했는지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3. 1972년 한국의 유신
유신체제의 성립에 관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적용문제는 이미 여러 국내
학자들에 의해 다각적 검토가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 논의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오도넬의 B-A 이론모델과 한국 현실과의 괴리문제
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전후 한국 정치경제의 전개과정은 남미
제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초기
수입대체 산업화와 민중주의적 정치체제 등장, 그리고 특히 초기 산업화단계의
종결에서 오는 정치적·경제적 위기는 한국의 유신체제 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유신 이전 한국의 수입대체산업화는 1950년대 말 잠시 시도되었을
뿐 1960년대 이후 박정희체제의 기본적인 경제발전 전략은 수출주도 공업화였다.
또 유신이전에 민중부문의 활성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남미에서와 같이 산업화가 진행될 결과였느냐 하는 문제들은 결코 B-A 모델로
적절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가 B-A 모델과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
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산업화의 심화가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상진 교수
의 주장처럼 만일 우리가 심화를 인과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동기적
(motivational) 변수로 본다면 오도넬의 모델은 유신체제 등장을 부분적으로 설명
하는데 유용한 것일 수 있다.14 유신체제가 출범하던 1970년대 초의 한국경제는
14

Sang Jin Han,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Comparative Perspective, Seoul Hilton International, Korea,
June 6-8, 198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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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산업화단계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행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있지는 않았다.
수입대체적 중화학공업육성을 포함한 대규모의 심화는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전조는 이미 1970년대 초 박체제가 철강산업을
국책사업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15
이런 점에서 박체제가 유신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를 B-A 맥락에서 산업화의
심화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신체제의 성립이 오로지 산업
화의 심화를 추진하기 위한 동기에서만 이루어졌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1970년대 초 박체제의 권위주의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박체제가 직면했던 안보위협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신을 선포할 당시 박체제를 위협했던 대내외적 안보위기는
다음의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내부적으로 박대통령의 권위와
집권세력의 헤게모니가 1971년의 양대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났
듯이 야당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박체제가 직면했던
그보다 더욱 중대한 국가안보의 위기는 Nixon Doctrine과 미국의 불투명한 안보
공약에서 오는 외부적 안보환경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 두 영역의 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71년의 양대선거는 박대통령과 집권 여당으로 하여금 경쟁적
(혹은 준경쟁적) 선거제도가 더 이상 정권유지를 보장해 주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백중지세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결과와 대도시
지역에서 여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박대통령의 장기개발독재와 박정권이 추구해온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간의 지극히 불균형적이며 높은 인플레를 수반
했던 고성장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은 도농지역간, 사회계층간의 괴리를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특히 도시 근로자의 정치적 불만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16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산업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결과는 기존의

15

16

Bruce Cumming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Winter 1984), p.32.
Stephan Haggard and Jung-in Moon, “The South Korean Stat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John Gerard
Ruggie, ed., The Antinomies of Interdepend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144.

36
ASEAN 연구기행

발전전략에 대한 대안으로서 야당이 선거캠페인으로 내건 민중경제론의 대두로
나타났다.17 그러나 비록 1970년대 초반부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과격화될
조짐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B-A적 맥락에서 민중부문의
활성화와 연결된 정치적·경제적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결과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그 후유증이었으며 1971년 여름과 가을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 즉 광주단지 폭동사건, 사법부파동, 그리고 격화된 학원
시위 등으로 표출되었다. 박체제는 이에 강경히 대응하여 그해 12월 6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군부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그것은 사실상의 유신
으로 가는 명백한 신호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1년 겨울에 박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또 다른 직접적 이유는
당시 긴장된 국내상황과 병행되고 있던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에 있었다.18 전술
한바 있듯이 1970년대 초 미국의 Nixon Doctrine과 동아시아에서 미·중공간 긴장
완화의 조짐은 이에 전혀 대응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은 한국정부에게는 오히려
사태의 악화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미군
제7사단의 철수는 박체제에게 새로운 방위부담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주한
미군의 부분철수는 한국측으로 하여금 그것이 곧이어 전면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위기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Nixon Doctrine이
발표된 후 초기의 충격과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새로운 강대국간의 데탕트에 적응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1971~72년간의 남북
대화였다. 길영환 교수의 지적처럼 별다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
어진 남북대화는 남북양측의 집권세력이 서로 자신들의 내부적 권위주의통치를
강화시키는 구실만 주게 되었다.19
그러나 양측의 진정한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가 결코 박체제의 외부적 안보위협을 감소시켜 주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17

18
19

Hyug Baeg Im, “The Rise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World Politics, Vol. 39, No. 2
(January 1987), pp.254-255.
Buss, 1982, 앞의 책, p.143.
Young Whan Khi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1984),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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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을 선포하기 직전에 박체제가 직면한 외부적 안보위협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위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정면대치하고 있던 한국
에게 미군 제7사단의 철수에 이어 잔여 주한미군이 휴전선 이남으로 이동한
새로운 병력 배치는 급박한 군사적 위기감을 초래했으며, 또한 미·중공간 대화와
일본의 중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은 심각한 외교적 위기감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20 이러한 박체제의 외부적 안보위기의식은 박대통령이 1972년 10월 17일
에 발표한 특별성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듬해 초 그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점을 재차 분명히 밝힌바 있다.21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체제가 직면했던 1970년대 초의 외부적 안보위협은 결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박체제의 높은
외부적 국가안보 위기의식은 유신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내부적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야권의 정치적 도전보다도 더욱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박대통령은 이미 집권 여당과 정부, 그리고 군부대에서 확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해놓고 있었고, 그가 장악하고 있었던 막강한 국가기구는 어떠한
사회적 소요나 내부적 도전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22
바로 이 점이 박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가능케한 것이었다. 반면 한국이 거의
혹은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당시의 급변하던 국제관계와 외부적 안보환경의
변화는 박체제에게 보다 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4. 1972년 필리핀의 계엄령
1972년 9월 21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1986년 2월혁명에 의해 그가 퇴진할 때까지 14년간에 걸친 장기독재의 길을
열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였으며 그에게 막강한 비상대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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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Eugene Kim, “Korea at the Crossroads: The Birth of the Fourth Republic,” Pacific Affairs, Vol. 46, No.
2 (Summer 1973), p.226.
Khil, 1984, 앞의 책, p.61.
Kim, 1973, 앞의 책,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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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는 입헌적 권위주의(constitutional authoritarianism) 통치의 시작이었던
것이다.23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남미제국과 유사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종속적 사회경제구조를 가진 필리핀의 경우는 확실히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관료적 권위주의가 보다 강력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24 오도넬 자신도
그렇게 주장했듯이, 전후 필리핀 정치경제의 전개과정은 B-A 이론의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25 1940년대 후반부터
보호주의 정책의 틀안에서 시작된 필리핀의 산업화 전략은 50년대의 소비재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으며, 1960년대 초반에 명백해진 초기 수입대체단계의 종말은
60년대 후반의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나타난 일련의 구조적 병목현상을
초래했다. 그리고 수입대체 산업화로부터의 정책변화와 해외자본유입에 의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은 필리핀 민주정치의 붕괴와 70년대 초반의 권위주의 체제
출범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경우도
정확히 B-A 이론모델에 일치하고 있지 않다.
첫째, 산업화의 심화단계는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게 된 원인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의 결과도 아니었다.26 필리핀의 초기 수입대체 공업화가
끝나가던 50년대 후반 이후 심화과정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것은 곧바로 권위
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보호주의적 수입대체정책을 공식적
으로 포기한 62년 이후 권위주의체제가 성립하기까지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하
였으며 그 이유는 오도넬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72년 이후 마르코스
체제가 추구한 산업정책은 심화가 아니라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었던 것이다.27 또한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필리핀 경제의
23

24

25

26
27

마르코스의 계엄령 체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으로는 David A. Rosenberg, ed., Marcos and Martial Law in
the Philippin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9)를 참조할 것.
필리핀과 한국, 대만과의 종속구조의 차이점에 대하여 Peter B. Evans, “Class. State, and Dependence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June 6-8,
1985)
Fermin D. Adriano. “A Critique of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 State Thesi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14, No. 4 (1984) p.466.
Adriano, 1984, 앞의 글, p.472.
Walden BeIlo et al..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Walden Bello, David Kinley and Elaine EIinson,
eds., Development Debacle (San Francisco: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1982), pp.13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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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 B-A 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당시의 경제위기는
대체로 초기수입대체 산업화가 끝나감에 따라 야기된 많은 구조적 문제점들에
기인하고 있기는 했지만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동기간중 공업부문과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필리핀 농업부문의 심각한 정체현상에 기인하고 있었다.28 이러한
농업부문의 위기는 60년대 후반부터 농촌지역을 거점으로 무력혁명운동을 개시한
공산당과 그 전위조직인 신인민군(NPA)의 등장으로 더욱 가시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1950년대 필리핀의 수입대체 산업화는 다계급 연합형태의 민중
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중부문의 활성화는 초기
산업화가 이미 끝난 6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 전후 필리핀의 정치는 국내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과두적 엘리트그룹(주로 전통적 토지지배 귀족의 중심이 된)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비록 초기 산업화단계에서 이들 토지지배계급의 일부가 산업
자본가로 변신하여 대규모 농장경영을 통한 일차 농업상품을 수출하는 기존의
경제 엘리트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전체적인 지배계급의 통일체성은
필리핀식 민주정치의 틀안에서 줄곧 유지될수 있었다. 이러한 지배계급연합은
1969년 마르코스대통령의 재선과 그가 보다 강력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깨어지기 시작했다.29 이에 반대하는 수입대체 산업가들은 학생
그룹과 노동자가 중심이된 민중정치세력과 제휴하여 광범위한 민족주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필리핀을 휩쓸던 정치위기는
오랜기간 내부적 단일성이 유지되어온 지배계급연합이 분열되어 그것이 민중
부문의 정치적 활성화와 연결된 결과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경제엘리트
(주로 일차농업상품 수출자) 그룹이 1972년 마르코스의 쿠데타 연합세력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30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필리핀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은 오도넬의 모델만으로는
전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을 규명하기
28

29

30

Joel Rocamora, “U.S. Imperialism and the Economic Crisis of the Marcos Dictatorship,” in Philippines:
Repression and Resistance (London: KSP 1981), pp.67-68.
Robert B. Stauffer, “The Philippine Political Economy: (Dependent) State Capitalism in the Corporatist
Model,” in R. Higgott and R. Robison, eds., Southeast Asia: Essay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Change (London: RKP, 1985), pp.249-250.
William Crowther, “Philippine Authoritarianism and thc International Economy,” Comparative Politics, Vol.
38, No. 3 (April 1986)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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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다른 차원의 변화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필리핀의 국제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필리핀은 국가정치경제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극히 중대한 시점에 와있었다
는 점이다. 마르코스의 강권통치는 바로 이러한 양차원 간의 외적-내적 연계
(domestic-foreign linkage)에서 비로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필리핀에 있어서 Nixon Doctrine의 영향은 우선 필리핀내 미군주둔의 감축으로
나타났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69년 미상원의 Symington 청문회를 통하여
보여주었듯이 미행정부가 필리핀의 외부적 안보위협을 철저하게 평가절하했다는
점이다.31 이러한 와중에 시작된 신인민군의 공산게릴라 활동과 격화된 남부지역
의 회교도 분리독립투쟁은 필리핀의 내부적 안보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1970년대 초반의 급격한 외부적 안보환경의 변화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외부적 안보위협이 계엄령
을 선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직접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마르코스
체제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내세운 주요 이유는 신인민군의
공산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이었다. 그러나 당시 겨우 1,000여명 정도에 불과했던
공산게릴라 세력이 기존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급박한 위협이 되었다는 주장은
대단히 의문시된다.33 실제로 이보다 더욱 심각한 국내안보문제는 남부도서
지역의 회교도 분리운동이었다.34
필리핀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화로 이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히 또
다른 데 있었다. 197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했던 필리핀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는
심각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초기 산업화가 끝난 62년 이후 필리핀
경제의 새로운 방향모색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개의 적대적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게 된 것이다. 갈등의 초점은 결국 필리핀 장래의 정치경제
31
32

33
34

Robert Pringle,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p.67-68.
Claude A. Buss.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Stanford: AEI-Hoover Policy Studies, 1977),
pp.103-104.
David Wurfel, “Martial Law in the Phi1ippines,” Asian Affair, Vol. 50, No. 1 (Spring 1977), p.6.
Richard Batwell, “The Philippines After Democracy,” Curreat History, Vol. 65, No. 387 (November 1973)
pp.220-229. 당시 회교반군의 병력수는 약 14,000명에 이르렀고 이 분리독립운동은 리비아의 카다피로
부터 상당한 물적지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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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재정립하는 문제에 모아지고 있었다. 즉 새로운 대안으로서 미국과 세계
은행의 지지를 받는 대외개방적 수출주도 산업화를 추구하는 집권 마르코스
블럭(군부, 기술 관료 그리고 전통적 토지지배계급)과 이를 극력 반대하는 민족
주의 블럭(수입대체 산업가와 학생, 노동자가 중심이 된 민중세력)간의 갈등
양상이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집권 마르코스 분파는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민족주의 연합세력을 분쇄해야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필리핀의 국내 정치상황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전략적, 경제적 이해
관계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첫째, 미국이 필리핀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경제적 권리(parity rights)를 향유할 수 있는 법률적 보장의 유효기간이 1974년에
만료하게 되어 있었고, 둘째,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는 필리핀내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지 시설의 장래에 관한 문제였다. 필리핀내 미국의 이익은 1960년대 이후
격화된 필리핀 민족주의운동의 표적이 되어왔고, 미행정부 당국은 민족주의
세력의 고조된 반미적 도전을 지극히 우려하고 있었다.35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
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게된 동기를 당시의 국제정치 맥락과 관련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Nixon Doctrine 이후 미국의 불확실한 안보공약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 비개입추세에 대하여, 마르코스는 필리핀 국내문제의 권위
주의적 해결방식이 이 지역을 이탈하려는 미국을 다시 필리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즉 마르코스는 만일
그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이익을 확고하게 보장해 준다면, 미국은
결코 필리핀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혹은 믿고 있었던)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계엄체제의 출범은 민족주의 도전세력을 분쇄함으로써 이러한
마르코스의 목적달성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1972년 필리핀 사태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역할(positive role)이었다. 적어도 미국이 마르코스가 계엄령
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미국은 사전에 마르코스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내지는 승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36 분명히 이런
35

Carl H. Lande, “Philippines Prospects After Martial Law,” Foreign Affairs, Vol. 59, No. 5 (Summer 1981)
p.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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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필리핀의 권위주의체제 등장에 미국의 책임은 부분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시 월남전 수행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단 군사기지를 필리핀
내에 가지고 있던 미국이 마르코스의 계획을 반대함으로써 필리핀에 대한 또
다른 외교정책상의 위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는 수긍할 만한 것이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르코스와 대립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쪽이 훨씬 수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1972년이후 마르코스가 취한 조치들은 필리핀내 위기에 박두한 미국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5. 1971년 인도네시아의 총선
1970년대 초반의 인도네시아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1년 7월
3일에 치르어진 전국 총선거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동시기의 한국과 필리핀
과는 달리 외부로 드러난 극적인 정치변동은 없었으나, 1971년의 총선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었다.37 그것은 군사통치에 의한
인도네시아 권위주의체제의 정식출범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집권군부세력이 주도하는 정부 여당(Golkar)의 압승은 오로지 군부가 유권자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언 압력과 위협을 가한 결과로 일단 설명될 수 있다.38
이러한 사실은 1965년 반공쿠테타로 국내 좌파공산세력을 괴멸시키고 수카르노의
구질서체제(Old Order)를 무너뜨림으로써 정권을 잡은 인도네시아 군부가 이
선거를 통하여 그들의 강력한 국가지배 체제를 제도화하였으며, 1967년에 배태
된 수하르토의 신질서체제(New Order)를 한층 공고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선거로 군부는 1965년에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의 사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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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Raymond Bonner, Waltzing with a Dictator: The Marcoses and the
Making of American Policy (New York: Times Books, 1987)을 참조 할 것.
1971년 인도네시아 총선의 의미에 대하여 Donald Hindly, “Indonesia 1971: Pantjasila Democracy and the
second Parliamentary Elections,” Asian Survey, Vol. 12, No.1 (January 1972), pp.56-85.
Ulf Sundhanssen, “The Military: Structure, Procedures, and Effects on Indonesian Society,” in Karl D.
Jackson and Lucian W. Pye, eds., Political Power and Communications in Indone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49.

43
ASEAN 연구기행

혁명적 도전을 거부하는 다양한 정치세력들로 구성된 반공연합세력중 가장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군부의 절대적 우위는 당시 반수카르노 시민
사회세력을 대표하는 정당들과 학생재야 운동권, 그리고 특히 군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던 민간 기술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로 나타났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 추세는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의회민주
주의가 실패하자 수카르노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업고 교도민주주의체제(Guided
Democracy)를 선포했을 때부터 명백해진 것이다. 특히 동 기간 중 군부와 공산
세력간의 첨예한 권력투쟁으로 벌어진 1965년의 사건과 그 결과로 나티난 군부의
정치적 승리는 권위주의화 추세에 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즉
1970년대 초반에 군부가 완결한 권위주의적 국가지배체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향방을 기본으로 결정지웠던 1965년 사건의 직접적 결과라는 연속성 위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성립도 일견 B-A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B-A 모델을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
시킬 수 없는 여러가지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도네시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3세계국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덜 산업화된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 아직도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조 및 공업생산 부문이 아니라
석유와 그 밖의 자연자원을 생산하는 일차산업 부문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나 사회계급 형성과정이 남미제국들
과는 상이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더욱이 초기 산업화는 남미의
그것과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전후 인도네시아 정치경제의 전개과정을 B-A 모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체제(1958~65)
하에서 채택된 수입대채 산업화전략은 강력한 경제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자본
주의(state capitalism)의 정치적 틀안에서 이루어졌다.39 비록 그것이 해외 자본
유입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서 한번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의 초기 산업화전략은 중화학공업육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미의
39

Richard Robison,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c in Indonesia,”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
14, No. 1 (January-March 1982)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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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수입대체보다 훨씬 더 야심적인 계획이었다.
그리고 1965년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엄청난 물가상승(연 600%)을 동반한
경제위기는 초기 산업화가 진척된 결과라기 보다는 결국 수카르노의 모험주의
적이고 대외팽창적인 군사외교정책(많은 비용이 소요되는)과 극도의 비현실적
인 경제 자립정책에 기인했던 것이다.40 실제로 초보적 수입대체 산업화가 본격
적으로 시작된 것은 수하르토의 군사정권하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41
따라서 산업화의 심화는 인도네시아 권위주의체제 성립의 원인도 아닐 뿐더러
결과도 아닌 것이다.
수카르노는 전후 제3세계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중지도자였지만
그 의 교도민주주의체제는 민족자본가와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다계급 연합
형태의 민중주의적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짧은 기간의 수업대체 산업화는 강력한
민족자본가 그룹이나 정치적으로 다이나믹한 도시 노동자계급을 창출하지 못하
였다. 동 시기에 가장 활발했던 정치적 동원은 다수의 농민대중에 의한 것으로
수카르노의 전략적 후원을 받았던 공산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42 오히려 교도
민주주의체제는 수카르노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기초한 민중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카르노야말로 사회내의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중주의자였기 때문
이다.43 또한 공산당과 수카르노를 반대한 수하르토의 1965년 쿠데타연합은
전적으로 B-A 모델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약 50만명의 공산당원이
학살되는 대참사)에서 군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정치세력은 인도
네시아 사회의 가장 강력한 종교그룹인 회교근본주의자들이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1965년 쿠데타는 B-A 쿠데타가 아니라 보수우익 군부가 수카르노 이후의
국가주도권을 놓고 적대적인 좌파 공산당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사건이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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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 Palmers, The Indonesian Economy Since 1965 : A Case Study of Political Economy (London: Frank Cass,
1978), Chapter 3.
Arief Budiman, “The State and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Indonesi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June 6-8, 1985), p.25.
교도민주주의 시기에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수카르노와의 관계에 대하여 Rex Mortimer, Indonesian
Communism under Sukarno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과 Harold Crouch, The Army and
Politic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을 참조할 것.
W.F. Wertheim, “Reviews: The Indonesian Traged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9. No. 2(1979),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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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1965~1971년간 인도네시아의 정치
변화과정이다. 만일 인도네시아 정치의 장래가 1965년 사건의 결과로 이미 결정
되어진 것이었다면, 왜 군부지배의 권위주의체제가 구체화되기까지 그토록 긴
기간이 소요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수하르토 중심의 군부주도세력은 1965년
사건 후 수카르노를 실각시키고 1967년에 신질서체제를 수립하였을 때 새로운
체제는 결코 군부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군국주의(militarism)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군부는 민간 기술관료집단, 학생, 그리고 정당정치인과 연합하여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한 바 있다.44 실제로 1971년의 총선이전까지 인도네시아
정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는 준경쟁적(내지는 제한경쟁적)
정치구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년의 총선과 그 이후의
정치과정이 보여주듯이 수하르토와 군부는 얼마간 유지되었던 준경쟁적 정치들
마저 완전히 타파함으로써 그들의 배타적이고 영구한 권위주의적 국가지배체제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위주의화 추세와 당시의 Nixon Doctrine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 공산세력이 제거되고 지정학적으로 외부적 안보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Nixon Doctrine의 충격은 국가안보문제 보다는
수하르토 체제의 생존이 걸려 있는 대외원조(foreign aid)의 문제로 부각되었다.45
새로운 체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는 수카르노 말기에 극에
달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착실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일이었으며, 이는 곧
신체제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원조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체제는 재빨리 수카르노 시절의 적대적인 대서방관계를 청산하고 IMF가 요구
하는 안정화계획을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이에 상응하는 미국 주도의 서구자본
주의 국가들은 경제원조를 위한 다국간 콘소시엄(IGGI)을 발족시켜 기존의
누적된 외채상환을 연기해 주고 대대적인 경제원조를 공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외원조는 1969년에 인도네시아 총투자액의 81%에 달하는 수준으로 계속되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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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hassen, 1978, 앞의 글, pp.48-49.
인도네시아 정치에 있어서 대의원조의 문제에 관하여 Franklin B. Weinstein, Indonesian Foreign Policy and
the Dilemma of Depend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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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대외원조에 대하여 대외종속의 위험과 외부세력(특히 미국)의
영향력 증대에 뿌리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민간정치
집단들은 신체제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1971년의 총선을 앞두고
허용된 개방적 정치분위기 속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국내적 저항과 비판은 당시
인도네시아 정치의 가장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Nixon Doctrine
으로 나타난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정책은 인도네시아의 신체제 지도자들에게
즉시 미국 군사경제원조의 대폭감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우려와 불안감은
Nixon Doctrine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수하르토 대통령에 의해 강하게 표시된
바 있었다.46
다시 말해서 1970년대 초 수하르토체제는 대외원조의 전형적(prototypical)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즉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은 신체제의 존립에 필수
적인 대외원조의 삭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었던 반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국내 정치상황은 대외원조와 신체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하여 더욱 더
거세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수하르토의 신체제는 대외원조
에 의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고 그들의 체제안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적 정치틀을 제거함으로써 국내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1971년
선거를 통하여 보여주었듯이, 이미 국가기구와 주요 사회통제수단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6. 맺는 말
197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 각국의 권위주의화 추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 같다. 먼저 오도넬의
B-A 이론모델을 동아시아에 적용시킬 때 우리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비교분석
에서 보았듯이 어느 경우도 권위주의체제 등장이 그 모델의 구체적 변화변수와
46

New York Times, July 23,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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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일 B-A 모델의 경제구조 변수를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경제변화 과정에 그대로 대입시키려 한다면 커다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B-A 모델을 동아시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델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 변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거나 부분적인 이론적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동아시아의 권위주의화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B-A 모델이 동아시아 각국의 권위주의체제 생성문제를 밝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 모델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유신체제(1972~79)나 필리핀의 마르코스체제(1972~1986) 그리고 인도
네시아의 신질서체제(1967~)의 권위주의적 체제성격을 규명하는데 이 모델은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신체제 등장과 동아시아의 권위주의화 추세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급변하던 동아시아의 국제안보
환경에 주목하여 정치적·군사적 변수와 함께 이와 관련된 국내적 요인들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정치변수가 당시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성립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각국의 보수반공
정권세력의 국가 혹은 체제안보위협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은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 논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1970년대 초반에 동아
시아에서 나타난 권위주의화 현상은 집권 엘리트그룹의 변화하는 외부적 안보
환경에 대한 내부적 대응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의
권위주의체제 등장을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서 찾아보고 새로운 설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75년 월남의
공산화에 이어 1976년에 태국의 군부가 실험적 민주주의(1973~76)를 청산하는
군사쿠데타로 재집권했던 반동적 권위주의화 현상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화 추세에 관련된 외부적 영향력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주요 고려점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긍정적 역할문제이다. 이점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 등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1960년대 이후 미행정부의 제3세계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후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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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제3세계 정책목표는 세계적 냉전논리 안에서 각국의 반공세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치발전을 지원해 주는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은 1960년대 초반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
났으나 뒤이은 존슨 행정부는 정책상의 커다란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존슨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공산권 봉쇄의 강화차원에서 후자의 정책
목표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이와같은 정책은 닉슨행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이다.47 즉 미국의 정책은 제3세계에서 친미적이고 반공적인 우익정부가 내부적
정치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를 확보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4년부터 1973년 사이에 제3세계의 약 삼분의 이에 해당되는
국가들에서 민주정치가 붕괴되고 체제가 권위주의화했던 시절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제3세계 정책 변화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48 그러나 이것은 1970년대초
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난 권위주의화 현상에 어떠한 일차적인 국내적 요인이
부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7

48

이점에 대하여 Robert A. Packenham, Liberal America and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Edward N. Muller, “Dependent Economic Development, Aid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nd
Democratic Breakdown in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9, No. 4 (Decemb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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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주의와 ASEAN의 진화과정 :
비판적 성찰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ASEAN의 성장과정
3. ASEAN의 조직과 운영
4. ASEAN의 가능성과 한계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ASEAN이 창설된 1967년부터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 이전
까지 30년간 ASEAN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려는데 있다.
ASEAN의 성장과정은 그 자체를 단선적 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중장기적 진화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ASEAN은 지난
30여년간 조직과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SEAN의 초기 형성과정에서부터 동남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해야
하는 지역통합에 대해 유보적이었으며,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간 협력이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즉 ASEAN은 지역통합이 아닌
지역협력을 목표로 해왔으며, 초국가적 조직체라기보다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지역그룹으로 존속해 왔다. 이는 초기부터 하나로 통합된 유럽합중국을 목표로
출발하여 현재 고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는 분명히 대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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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0여년간 ASEAN이 동남아를 대표하는 지역협력체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온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적인
성장에 불과한 것이다. 내부적 성숙을 통한 질적 발전이 결여된 ASEAN은 1997년
이후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ASEAN은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ASEAN 내부에서 쟁점이 되어온 ASEAN way라는 전통적 운영방식
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실성과 효율성을 가진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이 발전
해 나가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ASEAN이 내부적 갈등과 분열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또는 외부적 도전이나 역외 강대세력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과거 30여 년
간 ASEAN이 이룩한 성과는 비록 크지 않은 것일지라도 ASEAN은 지속적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도전이나 위협에 대해 공동으
로 대응함으로써, 스스로 내부적 결속과 정체성을 유지해야할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1. 문제의 제기
1967년 8월 방콕선언(The Bangkok Declaration)에 의해 창설된 ASEAN(동남아
국가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등 5개국에 의해 지역협력을 통한 동남아 국가들의 공동
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성장해 왔으며,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추가로 가입하여 동남아 10개국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협력체로
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1 역사적으로 지역협력의 경험이 일천했던 동남아지역에
1

브루나이는 1984년, 베트남은 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캄보디아는 1999년에 각각 ASEAN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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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SEAN이 처음 출범할 당시에만 해도 이러한 약소국가들간의 지역협력체가
장기간 존속되고 또 생산적인 조직체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보다
는 오히려 존속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비관적 전망이 보다 우세
했던 것이 사실이다. 초기 ASEAN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했던 다수의 전문가들
조차도 이 지역협력체에 대해 별다른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그저
완만한 속도로 점진적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만 전망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간 협력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구미의 학자들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형성을 통한 국가간 협력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들간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성공적
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으며,2 EU로
대변되는 유럽의 지역협력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정치, 경제적
으로 유사한 체제를 가진 민주국가들간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ASEAN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이질적이기
까지 한 동남아 국가들의 연합체이다. 또한 동남아 각국의 정치체제는 서로 상이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어떠한 국가도 확실하게 공고화된 민주정치 체제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3 이러한 다양성과 이질성 때문에 ASEAN 회원국들 간에는
공동의 이해가 걸린 이슈가 별로 많지 않으며, 최근 들어 꾸준히 증대되고는
있으나 ASEAN내 상호의존과 상호교류가 유럽이나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동남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들은 역사적으로
ASEAN이 하나의 완전한 독자적 지역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는데 장애 요인들로
작용해 왔다.

2

3

민주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Bruce Russett. 1993.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참조.
동남아 각국의 정치체제 비교와 민주화 문제에 대하여 Kevin Hewison. Richard Robinson and Garry
Rodan(eds). 1993. Southeast Asia in the 1990: Authoritarianism, Democracy and Capitalism. Sydney: Allen &
Unwin; Donald Emerson, 1995. “Region and Recalcitrance: Rethinking Democracy in Southeast Asia,”
Pacific Review. Vol. 8, No. 2. pp. 223-48; Michael R. J. Vatikiotis. 1996. Political Change in Southeast Asia:
Trimming the Banyan Tree. London: Routledge; Anek Laothamatas(ed). 1997. Democratization in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Singapore: ISEAS; Amitav Acharya. 1999. "Southeast Asia’s Democratic Movement,"
Asian Survey. Vol. 39, No. 3. pp. 418-432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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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97년 이전까지 ASEAN은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역내 갈등과 분규를 평화적으로 조정, 관리해 옴으로써, 유럽의 지역통합 사례와
대비되는 제3세계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4 특히 1990년대
ASEAN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독자적 발언권 강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아태지역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가는 등 탈냉전기의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및 안보질서 형성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역동적 지역협력체로 변모해 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닌 ASEAN국가들의 성공적인 지역협력 사례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부분적 해답은 국가간 협력을 국제레짐의 개념으
로 설명하려는 신자유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관점이나,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와 같은 이론적 틀로 일단 규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대부분 서구국가들, 특히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 ASEAN의 지역협력을 설명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와 같은 개념이나 이론들을
동남아지역에 적용시킨 연구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동남아의 지역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특유의 정치문화에
기초한 ASEAN 고유의 운영방식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는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발을 전후로 나타난 다양한 역내 이슈들,
예컨대 회원국 확대문제, 연무문제, 역내 경제위기 극복문제, 동티모르 독립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ASEAN의 대응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지역협력체로서 ASEAN 자체의 내부적 취약성을 가감없이 노출시켜 왔던 것이

4

5

ASEAN의 성공사례를 여타 제3세계 지역협력에 하나의 모범적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지의 분석으
로는 Hans C. Blomquist. July 1993. “ASEAN as a Model for Third Worl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SEAN Economic Bulletin, Vol. 10, No. 1. pp. 52-67;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Jörn Dosch and
Manfred Mols, “Why ASEAN Cooperation Cannot Work as a Model for Regionalism Elsewhere - A Reply,”
ASEAN Economic Bulletin. Vol. 11, No. 2, pp. 212-222 참조.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관하여 Robert O. Keohane. 1989. International Institution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를, 다자주의에 관하여 John Ruggie(ed). 1993.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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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따라서 ASEAN의 기존 운영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비판적 시각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ASEAN의 발전과정과 동남아 지역통합
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6 즉 과연 ASEAN이 동남아
의 지역통합을 위한 유용한 기제였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과 함께, 과거 30년간
동남아 국가들간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부재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ASEAN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과 ASEAN의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질문들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7
이 글의 목적은 ASEAN이 창설된 1967년부터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30년간 ASEAN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려는데 있다. 이 글은
먼저 ASEAN의 성장과정을 동남아 지역주의의 태동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ASEAN의 창설배경과 이후 1996년까지를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특유의 정치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ASEAN의 조직 및 운영체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1997년 이후 ASEAN이 위기에 효율적인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과거 30여년간 ASEAN 내부적으로 배태
되고 잠재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ASEAN이 동남아의 지역협력체로서
생존할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해 보려고 한다.

6

7

대표적으로 Murray Hiebert. 19 February 1998. “Out of Its Depth,” Far Eastern Economic Review. p. 25;
Michael Wesley. April 1999. “The Asian Crisis and Adequacy of Regional Institution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1, No. 1. pp. 54-73; Peter Eng. Winter 1999. “Transforming ASEAN: Significant
Reforms in Southeast Asia,” Washington Quarterly. Vol. 22, No. 1 등을 참조.
이와 관련하여 Zakaria Haji and Baladas Ghoshal. 1999 “Political Future of ASEAN after the Asian Crisis,”
International Affairs, Vol. 21, No. 1. pp. 759-778; Simon S. C. Tay, Jesus P. Eatanislao and Hadi
Soesastro(eds). 2001. Reinventing ASEAN. Singapore: ISEAS; Shaun Narine. April-June 2002. “ASEAN in
the Aftermath: The Consequences of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Global Governance. Vol. 8, No. 1 pp.
179-194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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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EAN의 성장과정
가. ASEAN의 창설배경
ASEAN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관한 논의에 앞서 먼저 강조되어야 할 점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개념 자체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이다.8 이는 동남아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에서 많은 측면들이 동남아인들의 지역적 일체감 형성에 부정적 요인들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동남아는 전통적으로 사회, 문화, 종교, 종족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건하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동남아 역사는 역내국가간 긴밀한 연관관계보다는
내부의 정치적 분열 및 외부세력의 침투와 지배에 의해 특징지어져 왔다.9 과거
동남아의 고대왕국들은 상호 정기적 접촉과 교신을 하기 힘든 지리적 특수성에
때문에 대체로 상호 고립된 상태에서 발전했으며, 이 지역 전체를 지배했던 어떠한
토착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양에 광범위하게 노출된 이 지역은 15세기
말경부터 외부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투대상이 되었으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불란서, 화란, 포루투갈, 스페인, 미국 등 구미열강들의 식민지배는 동남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층 더 분열시킴으로써 지역적 일체감 형성에 또
다른 장애가 되었다. 식민통치가 끝날 무렵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적
독립확보와 경제적 낙후성 극복 등 많은 공통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으며, 동남아인들 스스로
이 지역을 하나의 주체로 보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8

9

동남아(Southeast Asia)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
스리랑카에 영-미 연합군의 “동남아 사령부”(Southeast Asia Command)를 설치했을 때부터이다. 이 당시
동남아라는 개념에는 스리랑카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제외되어 있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해 현재와 같은 정치지리적 범주가 확정된 시기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Charles A. Fisher. “Geographic Continuity and Political Change in Southeast Asia” in M. W.
Zacher and R. S. Milines(eds). 1974. Conflict and Stability in Southeast Asia. New York: Ancher. pp. 3-44를
참조할 것.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어도 서구식민주의 침투이전의 동남아 국제관계는 역내외 세력들의
적극적인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상호 교신과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는 분석과 관련하여 Amitav
Acharya. 2000. The Quest for Identi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Chapter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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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서구 식민통치의 퇴조는 동남아에서 새로운 국가간
연합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는 했지만, 지역협력에 대한 각국의 이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점은 특히 역내 주요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종전 이후
상당기간 동안 반외세, 반식민투쟁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
의 제고가 그 만큼 늦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후 20여년 동안 시도된
지역협력 노력들은 대부분 당시 세계적 냉전구조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이 지역
에서 관철하려는 역외 강대세력들에 의해 고무된 것들이었다. 미국이 주도했던
SEATO(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는 반공주의 지역협력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역내 단 2개국(태국과 필리핀)만이 참여했을 뿐이며, 또 다른
아시아의 반공주의 지역협력체였던 ASPAC(Asia Pacific Council)도 동남아 국가
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동남아에서 의미있는 지역협력 노력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60대년 초반부터
이다.10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 1961년에 구성한 ASA(the 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와 1963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결성한 MAPHILINDO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이 협력체들은 SEATO나 ASPAC과는 달리 회원국들이
모두 순수한 동남아지역 국가들이었으며, 비록 오래 존속하지는 못했지만
ASEAN의 출현을 예고해 주는 중요한 움직임이 되었다. 그러나 ASA는 정치적으로
SEATO와 너무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62년 보르네오의 사바
(Sabah)지역에 대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간의 영토분쟁으로 그 유용성이 크게
손상되어 버렸다. MAPHILINDO 역시 최초의 순수 동남아지역 국가연합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나, 1963년 9월 이후 인도네시아가 신생 말레이시아
연방에 대한 적대적 정책(Konfrontasi)을 취하게 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ASA와 MAPHILINDO를 무력하게 만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
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분쟁으로 동남아 국가간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제기된 반면, 1965년 8월 싱가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됨
으로써 이 지역내 또 다른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5년 9월 반

10

Donald G. McCloud. 1995. Southeast Asia: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pp. 2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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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적 수카르노 정권을 무너뜨린 군부쿠데타 이후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1966년부터는 지역협력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가능케 되었다. 이에 따라 ASA가 재건되기는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반공 동맹적
이미지를 가진 이 기존의 지역협력체에 합류하기를 여전히 꺼렸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체의 결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결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이 1967년 8월 방콕선언을 채택함으로써
ASEAN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나. 초기 탐색기(1967-1976)
ASEAN은 방콕선언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회원국간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에서의 이해증진과 우호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남아지역의 경제, 사회적
안정과 외부간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ASEAN은 처음부터 단순한 경제협력체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략적 지역협력체”로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
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과 상호안보 개념은 창설당시 확대 일로의 베트남전
양상과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동남아 각지의 공산세력 준동에 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공동대처 하겠다는 반공주의를 배경으로 한 역내 결속체로서
ASEAN의 기본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1967년부터 1975년까지 ASEAN이 이룩한 성과는 사실상 존속 그 자체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 기간 중 회원국간 적극적인 협력을 가로
막았던 주요 원인은 역내 각국간 해묵은 갈등구조가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간 사바지역을 둘러싼 영토분쟁의 미해결,
국경지대의 회교도 분리주의 움직임과 관련한 태국과 말레이시아간의 불신,
그리고 1963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 대결 국면에서 비롯된 싱가폴과
인도네시아간의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 지속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이와 함께 지역안보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또 다른 주요원인이 되었다. 즉 1970년대 초 미·중 화해와 미군의 베트남 철수
그리고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지역정세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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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1971년 11월 말레이시아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외부
세력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배제한다는 “평화, 자유와 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로 만들자는 공식선언이 채택된 이래
회원국들간 안보협력문제에 대한 내부적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11 ZOPFAN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언적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했던 회원국
들도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태국과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방위협력관계 유지가 중립화 방안보다 더 실효성
이 있는 보장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반면, 싱가폴은 지역내 강대국간 힘의
균형이 안정을 보장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보고 있었다. 한편 ASEAN의 지도적
위치를 열망하는 인도네시아는 강대국들의 보장을 전제로 한 중립화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고 국가적 탄력성(national resilience)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적 탄력성(regional resilience)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자신들의
국가전략에 더욱 집착하고 있었다.12
따라서 1975년까지 ASEAN은 그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더욱 중요했으며, 회원국들간 마찰과 갈등가능성을
줄이고 정치지도자들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기적 접촉의 채널을
공식화했다는 데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5년 4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는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었던 ASEAN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안겨 준 동시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ASEAN
국가들은 통일된 베트남으로부터 정치,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됨은 물론,
베트남이 동남아 각국의 공산계 혁명세력들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1976년 2월 ASEAN 최초의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인도차이나 공산화에 따른 각국의 공동 대처방안으로서 ASEAN

11

12

ASEAN안보의 기본개념이 되고 있는 ZOPFAN의 기원, 개념변화, 적실성 등을 현실적 시각에서 비판한
분석으로는 Muthiah Alagappa. March 1991. “Regional Arrange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Southeast Asia: Going beyond ZOPF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2, No. 4. pp. 269-305를 참조
할 것.
Frank Frost. “Introduction: ASEAN since 1967 - Origins, Evolution and Recent Development,” in Alison
Broinowski(ed). 1990. ASEAN into the 1990s. New York: St. Martin’s Press.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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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ASEAN 친선협약선언(The Declaration of ASEAN Concord)과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이 채택되었
다. ASEAN 친선협약선언은 방콕선언에 비해 훨씬 더 정치적 처방책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각국이 지역적 탄력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의
안보적 도전에 강력히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 각국의 정상들
은 ZOPFAN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필요에
따라 각 국가별로 쌍무적 안보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13
한편 일명 발리 조약이라 불리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은 “항구적인 평화와
단결 그리고 협력증진을 통하여 동남아인들의 친선과 유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ASEAN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14 이와 함께
ASEAN정상들은 식량, 에너지 등 기초상품과 대규모 산업공동 프로젝트, 역내
무역 자유화 및 국제교역 등 경제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도 합의
했다. 또한 발리회담은 ASEAN의 상설사무국을 자카르타에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조직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 토대 구축기(1977-1991)
발리정상회담 이후 1978년까지 ASEAN의 주요 관심사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에 있었으며, 1977년 8월 쿠알라 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도
이러한 ASEAN의 협력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ASEAN의

13

14

Ibid., p. 8. 발리회담이 개최되기전 ASEAN 일부국가들에서 역내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연계하려는 노
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인도네시아의 정상회담 준비자료에는 ASEAN 의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공동
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구상은 정상회담에서 공식적 협력안건으로는
부결되었다. ASEAN이 집단안보를 위한 군사동맹체적 성격을 띨 경우 오히려 베트남과 같은 역내 적대세
력과 소련, 중국 등 역외 강대세력들을 자극할 가능성을 더욱 우려했기 때문이다. ASEAN국가들간 안보
협력에 관해 Amitav Acharya. Summer 1991.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ecurity
Community or Defence Community?,” Pacific Affairs. Vol. 64, No. 2. pp. 159-177을 참조.
ASEAN의 유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이 조약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ASEAN의 새로운 회원국이 되
기 위한 전단계적 조치로서 이 조약에 서명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는 ASEAN이 창설될 당시부터 동남아
국가 전체를 회원국으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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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방안과 대외관계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상과의 합동회의도 개최되었다.
그러나 1979년부터는 1978년 말에 발생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인도
차이나 난민문제 해결이 ASEAN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캄보디아사태를 계기로 대베트남 팽창주의 저지노력은 내부적으로
ASEAN의 정치적 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공동의 외교노력은 1990년대 초반까지 ASEAN의
핵심적 정책협조 사안이 되었다. ASEAN은 1980년대를 통하여 UN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사태를 국제문제화 함으로써 베트남의 국제적 고립, 캄보디아내 반군
지원, 친베트남계 프놈펜정부의 정통성 거부, UN에서 캄보디아내 반정부연합
세력(CGDK)의 대표권 인정 등을 관철시켰으며, 캄보디아사태 해결을 위한
베트남군의 전면철수 및 캄보디아인들에 의한 완전자치를 UN의 대캄보디아
정책으로 채택하는데 성공했다.15 이와 같은 ASEAN의 외교적 공동대응은 초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ASEAN이 국제사회로부터 명실상부한 지역협력체로서 인정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ASEAN의 대캄보디아 공동대응 과정에 어떠한 내부적 어려움과 긴장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베트남 외교공세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역외강대세력
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차이나 공산권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최전선 국가(front-line state)였던 태국과 지역안보 문제에 외세
개입을 반대했던 인도네시아와의 견해차이 등이 표출되기도 했다.16 특히 인도
네시아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과 일련의 접촉을 통해 우회적으로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원국간의 이견이나 입장 차이들이 근본적
으로 ASEAN의 통합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실제로는 인도
차이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ASEAN의 융통성을 증대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17

15

16
17

이와 관련하여 Michael Leifer. 1989. ASEAN and the Security of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chapter
4를 참조할 것.
Ibid., p. 155.
Frank Frost, 앞의 책,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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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기간 중 ASEAN의 역내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여
왔다.18 ASEAN 국가들의 경제구조적 특징들, 즉 싱가폴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
의 1차 산업에 대한 지나친 편중, 각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결여, 상호경쟁적
산업구조, 선진국에 대해 과다한 자본과 기술 의존도 등이 바로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 비록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인식을 같이했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실질적 진전에는 상당한 애로가 따랐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제기된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이나 지역차원의 산업 프로젝트도 극히 제한된 진전만을 보였을 뿐 아니라,
1980년에 제안된 ASEAN 산업공동투자계획(AIJV)이나 관세동맹안과 자유무역
지대안의 절충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기간 중 우루과이 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그들이 비교우위를 지닌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위해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가입 등을 통하여 공동보조를 취해 온 것은 중요한 성과라
고 할 만한 것이다.
1987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담은 국제 교역환경의 악화, 역내
경제협력 부진, 캄보디아 사태의 교착상태 등을 타개하기 위한 미래의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새로 들어선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정부를 ASEAN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정치적 상징성의 의미도 있었다. 이 회담에서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ZOPFAN에 덧붙여 동남아 비핵지대화(Nuclear Weapon Free Zone:
NWFZ)안이 제기되었고 역내투자보장, PTA의 대상품목증대, 공동산업투자의
이윤율 제고 등을 합의되었으나, ASEAN의 조직이나 발전방향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 왔다기보다는 기존 ASEAN의 집단적 동질성을 재확인한데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1980년대 말까지 ASEAN은 동남아 특유의 신중한 단합과정과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 왔지만,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진전을 이룩하지
는 못했으며 조직의 발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답보상태를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 ASEAN은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외교적 공동대응을

18

Ibid., 위의 책, pp.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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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내부적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지역
협력체로 확고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1990년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라. 도약기(1992-1997)
1980년대 후반이후 ASEAN국가들은 탈냉전과 국제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라
는 두 가지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범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은
기본적으로 동남아지역에서도 구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소멸시키고,
UN의 중재를 통한 캄보디아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냉전기간 중 지속되었던
인도차이나 사회주의국가들과 ASEAN국가들간의 전략적 대결구도가 해소됨
으로써, 지역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정적 요인이 되었다.
반면에 냉전종식은 과거 냉전구조하에서 ASEAN이 누렸던 전략적 가치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군사력의 감축조짐, 특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진 필리핀주둔 미군기지 철수와 이에 따른 힘의 공백초래 가능성
등이 이 지역안보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중국 및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이 지역패권을 추구할 가능성과 함께 역내국가들간 가속화되고 있는
군비경쟁 추세 그리고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영유권 분쟁과 같은 잠재된
지역분쟁의 재연소지 등은 동남아 지역안보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들로 등장하게
되었다.19 또한 ASEAN은 과거 이 지역안보의 근간으로 작동되어 왔던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가들간의 양자 안보협력체제가 과연 탈냉전시대에도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 호주, 캐나다 등 역외세력들에
의해 제기된 아태지역 공동안보를 위한 지역안보 협력구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20

19

탈냉전기 동남아 안보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는 Leszeck Buszynski. Winter, 1992-93. “ASEAN Security
Dilemmas,” Survival. Vol. 34, No. 4; 중국 및 일본간 패권경쟁 가능성에 대해서 Gerald Segal. Summer 1993.
“The Coming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2. pp. 27-32;
동아시아 국가들간 군비경쟁 추세에 대해 Michael T. Klare. Summer 1993.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Vol. 72, No. 3. pp. 136-152;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Lee Lai To 1995. “ASEAN and the
South China Sea Conflicts,” The Pacific Review. Vol 8, No 3, pp. 531-543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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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GATT체제의 동요와 UR협상의 난항 등 기존 국제
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점증하는 보호주의 및 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의 대두
는 ASEAN 국가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다.21 특히 ASEAN국가들은 1990년
대에 들어서 유럽과 북미지역국가들이 각기 EU, NAFTA 등 지역경제권을 형성
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동시에 호주, 한국,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APEC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경제협력구도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범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는 1980년대를
통하여 ASEAN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와 제조업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이룩한
고도경제성장의 지속에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2 다자간 무역
질서의 동요는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ASEAN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 지역경제 블록의 등장 가능성은 투자를
자기 지역경제권내에 한정시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보호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무역체제는 경제강대국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1992년 1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는 지역협력기구로서 ASEAN의 존재의미를 재정립하고, 동남아 국가
들의 정치적 결속 및 상호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20

21

22

이와 관련한 논의들은 Andrew Mack. Summer 1992.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blem and
Prospect,”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1, No. 2. pp. 21-34 참조.
UR협상이 1994년말 극적으로 타결되어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다자무역 규범의 확대와 분쟁해결
절차 등을 강화한 WTO체제가 1995년부터 출범했으나, 아직도 각국간 심각한 무역불균형 구조가 엄존하
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강대국들이 WTO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국제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ASEAN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해외투자와 무역의 중요성에 관하여 Stephen Parker. Fall 1993.
“Trade and Investment in Southeast Asian Development,”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XII, No. 3.
pp. 49-65: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는 Richard F. Doner. November 1991.
“Approaches to the Politics of Economic Growth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0, No. 4.
pp. 818-849; Gary Hawes and Hong Liu. July 1993. “Explaining the Dynamics of the Sou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State, Society and the Search for Economic Growth,” World Politics. Vol. 45, No. 4. pp. 629-660;
Hall Hill. August 1994. “ASEAN Economic Development: An Analytical Survey-The State of the Fiel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3, No. 3. pp. 832-866; 고우성 외 공저. 1995.『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
전략』서울프레스;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는 Andrew Macintyre(ed).
1994. Business and Government in Industrializing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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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선언(Singapore Declaration of 1992), ASEAN 경제협력증진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 공동유효 특혜관세
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등 3개의
주요 문건을 채택함으로써 ASEAN의 발전에 획기적 장을 열었다. 싱가폴 정상
회담의 주요 성과는 크게 역내경제협력과 지역안보문제에 있어서 ASEAN의
역할증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23
이 회의에서 ASEAN정상들이 역내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까지 15년
간 역내관세를 0-5%까지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점은 실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
된다. 이후 ASEAN은 AFTA의 추진과 함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 구상을 APEC과 병행
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아태경제협력에 있어서 독자적인 발언권 강화를 시도
해 왔다.
또한 이 회의에서 지역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역외국가들과 안보대화를 위해
기존의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를 활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1993년에 개최된 ASEAN PMC에서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1994년 7월에는 아태지역 18개국 외무장관간
지역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ARF가 출범하게 되었다.24 이와 같이 ASEAN은
아태지역내 유일한 정부간 공식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의 창설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아태지역 안보협력 논의에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왔다. 이 밖에도 ASEAN은 유럽의 EU와 함께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간
정치안보 및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의 추진과 성사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남아를 대표하는 지역협력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25

23

24
25

배긍찬. 1992. “최근 ASEAN의 움직임: 싱가폴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92-32』
외교안보연구원.
배긍찬. 1995. “ASEAN 동향” 아시아․태평양 1995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편. 나남출판. pp. 71-73.
배긍찬. 1997. “ASEAN 동향,” 아시아․태평양 1997 서울대 국제지역원 편. 까치글방.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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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베트남의 ASEAN 가입이
이루어지고, “동남아 비핵지대조약(Treaty on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이 서명되었다. ASEAN 7개국과 이 정상회담에 초청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10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
제조, 획득, 보유, 배치 및 핵실험 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핵보유 5대 강국에
대해 동 조약의 부속의정서(Protocol) 서명을 개방하고 있다. 물론 당장은 이러한
동남아 비핵지대조약에 대한 5대 핵보유 강대국들의 서명을 통해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이 조약의 체결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26
또한 ASEAN은 ARF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과정
(process)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ASEAN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ASEAN이 지속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2000년까지 미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ASEAN 정회원국 가입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정상
회담을 통해 ASEAN은 AFTA의 창설을 앞당겨 2003년 이전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가속화를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ASEAN은 1996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7개 회원국간 비공식
정상회의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3개국을 포함한 동남아 10개국간 비공식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ASEAN 회원국 확대문제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3개국의 ASEAN 가입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3개국의
동시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입 이전이라도 3개국을 ASEAN 활동에
참여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1996년도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간 국내 인권문제 때문에 미결상태로 남아있던 미얀마의 ASEAN 정회원
가입문제를 1997년으로 예정된 라오스, 캄보디아의 가입과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함으로써, ASEAN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ASEAN은 그

26

배긍찬. 1996. “ASEAN 동향” 아시아․태평양 1996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편. 까치글방.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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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서방측이 미얀마 인권문제, 동티모르 사태 등 역내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ASEAN에 가해온 압력에 공동 대응하고, “동남아 10개국 공동체(SEA-10)”를
조기 실현해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장기발전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27
ASEAN은 1980년대 이후 이룩한 고도경제성장과 내부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아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 지역협력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왔다. 돌이켜 보면 과거 냉전기간
중 ASEAN은 오히려 자신들의 취약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어떠한 실질적 노력도 구체화할 수 없었으며, 또 애초에 내걸었던 역내
경제협력도 회원국간 이해상충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냉전종식 이후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과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ASEAN 국가들에게 지역안보에 있어서의 역할증대와 역내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ASEAN의 조직과 운영
가. ASEAN의 조직과 구조
ASEAN을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지역협력을 위해 취해 왔던 집단적 접근
방식은 동남아 역사상 그 어떠한 전례도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또한 ASEAN
은 NATO와 같이 집단안보기구로 창설된 것도 아니었으며, EU와 같은 서유럽

27

이 구상은 1994년 5월 동남아 10개국의 정부 고위 인사 및 저명한 학자들이 냉전 종식 이후 동남아 지역의
정치,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상호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닐라에서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태국이 필리핀에 처음 제의하여 성사된 이 회의는 비록 비공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ASEAN 6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인도차이나 3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 명실 공히 역내 국가들을 총망라하는 최초의 동남아 지역 전체 국가들의 회의였다. Jose T.
Almonte et al, 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0: A Statement of Vision (drafted in Manil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n May 30~3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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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통합 모델을 염두에 두고 결성된 것도 아니었다.28 따라서 중요한 것은
ASEAN이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력체와는 달리 매우 독특한 조직과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ASEAN의 지역협력양식은 언제나 동남아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특징적 일면들을 반영해 왔다는 점이다.
ASEAN의 초기 형성과정에서부터 회원국들은 자국의 주권을 양도해야 하는
지역통합에 대해 유보적이었으며,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협력을
가능케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다시 말해서 ASEAN의 목표는 통합(integration)
이 아니라 협력(co-operation)이며, ASEAN은 초국가적(supra-national) 조직체
라기 보다는 주권국가들(sovereign states)로 구성된 지역그룹(regional grouping)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ASEAN은 구조적으로 느슨하고 융통성을
가지며, 조직적으로 복잡하며 분권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29 1967년에 창설
된 ASEAN이 1976년 발리회의까지 자체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직발전을 위해 여러 차례의 제안과 수정을 거친 후 1992년 싱가폴 정상회의에
와서야 많은 조직적 변화가 이루어졌던 점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ASEAN의 기본구조와 조직은 다음과 같다.30 첫째, ASEAN의 최상위
정책결정 권한은 정상회의(the ASEAN summit)에 있다. 과거에는 정상회의가
비정례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1992년 싱가폴 정상회의에서 매 3년마다 정기적
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고, 1995년부터는 매년 정례화되었다.
둘째, 정상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은 분야별(외무, 경제, 농업, 노동,
에너지, 보건, 과학기술, 환경, 사회복지, 교육, 공보, 법무 등) 각료급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중 1967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AN 외무장관
회의(Annual Ministers Meeting: AMM)는 모든 ASEAN의 주요 정책결정이 실질
적으로 조정되는 가장 중요한 각료회의이다. 이 외에 1976년부터 회원국들간

28

29

30

이와 관련하여 ASEAN 창설 당시 싱가폴 외상이었던 라자라트남(S. Rajaratnam)은 “the European
Community was never made by ASEAN’s architects the model for ASEAN regionalism ... ASEAN’s objective
has never been and is unlikely to ever b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six member nations” 라고
술회한바 있다. Straight Times. 14 January 1989.
Paul J. Davidson, Summer 1994. “ASEAN: the Legal Framework for its Trade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Vol. XLIX, No. 3. pp. 589-590.
ASEAN 개황, 1996, 1. 외무부. pp. 15-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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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매년 2∼3회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ASEAN 경제
장관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AEM)도 중요한 각료급 회의이다.
셋째, 연례 외무장관회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ASEAN의 제반 업무
수행은 상임위원회(ASEAN Standing Committee: AS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설 당시부터 존속해 오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는 ASEAN의 가장 주된
기본조직으로서 매년 3∼5차례 개최되며, ASEAN내 각종 위원회보고 및 권고
사항들을 검토, 정리하여 각국 장관들에게 제출하는 등 차기 외무장관회의를
준비한다. 또 차기 외무장관회의 개최까지 지체할 수 없는 사항(주로 비정치, 경제
분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ASEAN의 대외관계 업무를 처리한다.
넷째, ASEAN 사무국(ASEAN Secretariat)은 상임위원회의 하부 기관적 성격을
띠며, ASEAN의 중심적 행정조직으로서 ASEAN내 모든 조직들을 조정하고
정책입안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치된
ASEAN 사무국은 1992년 싱가폴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확대개편 되었으며,
각료급으로 격상된 임기 5년의 사무총장은 모든 ASEAN 관련 회의에 출석하여
ASEAN 제반 활동의 조정 및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각 회원국의 일상적인 ASEAN관련 업무는 각국 외무부내 설치된
ASEAN 담당국에서 관장하며, 이 부서들은 ASEAN 상임위와 연례 외무장관
회의에 제출할 의제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교섭을 담당한다.
여섯째, ASEAN의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회원국간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는 각료회의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 또는 차관보급 실무
회의를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이 밖에 ASEAN은 역외국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역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31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 ASEAN PMC)이다. 1978년 ASEAN과 일본간 개최된
양측 외무장관회의를 효시로 1979년 이래 정례화된 ASEAN PMC는 매년 연례
외무장관회의(AMM)직후 개최된다. ASEAN PMC는 회원국 및 역외 대화상대국
(dialogue partners)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회원국과 개별 대화상대국간 개별

31

앞의 책, pp.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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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있으며, 전체회의에서는 국제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개별회의에서는 ASEAN과 각 대화상대국과의 쌍무관계가 논의된다. 그리고
ASEAN은 PMC와는 별도로 개별 대화상대국들과 다양한 명칭(dialogue, forum,
joint cooperation committee 등)의 협의회를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나. ASEAN의 운영체제
ASEAN은 분권화된 조직적 특성과 함께 동남아 정치문화의 단면들을 반영
하는 고유한 운영체제, 소위 “ASEAN way”라고 일컬어지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유지해 왔다.32 ASEAN 출범시 회원국들이 ASEAN 출범 이전 시도했던 ASA와
MAPHILIND 운영 실패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첫째, 합의도출을 위해 민감한
정치이슈는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어느 한 국가 또는 특정 국가가 의제설정
(agenda-setting)을 지배해서는 안되며, 셋째, 외부 강대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하고, 넷째, 조직체의 목표와 목적을 지나치게 구체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33
물론 이는 과거의 실패 경험에 기인한 소극적, 부정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SEAN이 처음부터 지역경제통합이나 집단안보라는 구체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국제레짐으로서 ASEAN은 비록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ASEAN의 운영을 주도해 온 각국의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 및 규칙, 그리고 규범 등을 갖고 있다.34 ASEAN의 주요 진행
규칙(procedural rule)으로서는 첫째, 모든 의사결정은 지속적인 협의(consultation)
를 통한 합의(consensus)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이슈들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를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32

33

34

동남아의 정치문화에 대해 Benedict R. O’G. Anderson. “The Idea of Power in Japanese Culture,” in Claire
Holt(ed). 1972. Culture and Politic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69; Steffen W.
Schmidt, Laura Guasti, Carl H. Lande and James C. Scott(eds). 1977. Friends, Followers and Factions: A Reader
in Political Clienti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ucian W. Pye.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Political Dimension of Autho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등을 참조.
Allen C. Choate. September 1-4, 1994. “Political Pluralism and Regional Cooperation: The Case of ASEAN,”
paper presented at the 1994 annual meeting of APSA. New York. p. 5.
Ibid.,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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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놓는 방식이다. 이러한 진행규칙은 필연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상대방과
잦은 직접대화와 의사소통이 요구되기 때문에, 종종 정책결정이 지체되거나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왔다고 평가된다.35 둘째, 다양한 수준의 간접적인 접촉과 의사전달 방법을 통해
항상 회원국들간 상호이해조정(accommodation of mutual interests)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의와 같이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최고 의사
결정체가 사전에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의제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ASEAN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규범적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
을 존중해 왔다. 첫째, ASEAN의 가장 중요한 규범은 각 회원국의 주권을 유지
한다는 것이다. ASEAN 조직 그 자체는 어떠한 독자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회원국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원칙이다.36 따라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각국은 서로 타회원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서방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인권을 문제삼는 데 단호히 반대해 왔다. 둘째, 역내
문제는 역내국가들끼리 해결한다는 규범에 따라 역외 강대세력에 대한 의존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셋째, ASEAN 회원국들은 상대방
국가의 내부문제에 대한 비개입 원칙(non-intervention principle)에 따라,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호 갈등회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적어도 1997년 이전까지는 반드시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니
었으며, 그 결과는 대체로 생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영스타일은 왜 ASEAN이 구조적으로 느슨하고 분권화된 조직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반면 이러한 조직과 운영
체제는 실제로 ASEAN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비판과
함께, ASEAN이 회원국 확대, 지역안보 역할증대, 역내경제협력 강화 등 자체
기능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무국 조직 및 기능강화를 포함한 조직

35

36

이러한 의사결정방식을 말레이어로 musyawarah(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와 mufakat(the unanimous decision)이라 표현하며, 이는 동남아사회의 전통적 정책결정방
식을 반영하고 있다. Pushpa Thambipillai and Saravanamuttu. 1985. ASEAN Negotiation-Two Insight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 pp. 10-13.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들은 영토 및 인구의 크기나 발전 잠재력으로 볼 때 ASEAN내 가장 대
국인 인도네시아를 항상 주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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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37 특히 ASEAN이 과거와는 달리
AFTA와 같은 본격적인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도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38

4. ASEAN의 가능성과 한계
가. 전환기의 ASEAN
1997년은 ASEAN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다. 애초에 ASEAN은 창설
30주년을 맞아 1997년 7월중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미가입 3개국을 모두
ASEAN에 가입시킴으로써, 역내 10개국 전체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동남아의
지역협력체로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원대한 포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도모하려 했다.
만일 이와 같은 계획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무난히 성사되었다면, 이는 ASEAN
이 그간 내부적으로 안고 있었던 각종 문제들에 대한 ASEAN 나름의 해결방식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ASEAN의 운영방식과 회원국들간 정치, 경제적 차이를 관대하게 인정하는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이 옳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의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은 이러한 ASEAN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으며, 내정불간섭이라는 ASEAN의 전통적 문제해결 방식과 원칙
이 재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39 먼저 캄보디아의 ASEAN 가입문제가
예기치 않은 훈센의 쿠데타로 인한 내부정변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고, 인도
네시아의 삼림화재로 초래된 동남아의 연무문제와 관련하여서도 ASE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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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Chin Kin Wah. 1995. “ASEAN: Consolidation and International Change,” The Pacific
Review. Vol. 8, No. 3. pp. 423-439 참조.
Jacques Pelkmans. “I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SEAN with Special Reference to AFTA,” in Pearl Imada
and Seiji Naya(eds). 1992. AFTA: The Way Ahea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Affairs. pp. 92-133.
배긍찬. 1999. “동남아지역 동향: ASEAN 중심”아시아․태평양 1998-1999 서울대국제지역원 편. 서울대
학교 출판부.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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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실질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7년 7월 태국으로
부터 촉발된 동남아 금융위기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등 역내국가들로
파급되면서 1997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태국에 이어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로 그간 동남아지역
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ASEAN의
활동이 위축되고 역내국가들간 내부적 단합이 이완되는 현상이 노정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역내 경제위기 와중에서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의 급작스런 퇴진은 ASEAN내 지도력의 공백현상까지 초래하였다.40
실로 ASEAN은 1997년과 1998년에 걸친 일련의 사건들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연 ASEAN이 동남아의 지역협력체로서 적실성과 효율성을
갖고 제 기능을 수행해 왔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ASEAN의 위기적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관측자들은
“ASEAN 한계론” 또는 심지어 “ASEAN의 실패”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41
1997년 이후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던 ASEAN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대응책을 제기해 왔으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비개입
원칙을 바탕으로 한 기존 ASEAN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한바 있으며, ASEAN
Troika와 같이 역내 위기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제기
되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 ASEAN+3 라는 새로운 지역협력체제를 모색
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여전히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변경
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새롭게 채택된 ASEAN Troika 체제가 장래 효율적으로
작동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다만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려
는 ASEAN+3 협력체제는 상당히 가시화, 구체화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약소국
들의 연합체인 ASEAN이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하에
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도 아직 분명치 않다.
40

41

ASEAN은 공식적으로 주도국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영토 및 인구의
크기, 지정학적 위치 덕택으로 ASEAN내에서 자연스럽게 지도국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수하르토
대통령은 1967년부터 30여년간 ASEAN의 창설과 운영과정에 중요한 리더쉽을 행사해 왔다.
이와 관련 John Funston. August 1999. “Challenges Facing ASEAN in a More Complex Ag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1, No. 2. pp. 205-21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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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남아의 생존양식
돌이켜 보면 ASEAN의 성장과정은 그 자체를 단선적 발전(development)이라
는 개념보다는 중장기적 진화(evolu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ASEAN은 지난 30여년간 조직과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ASEAN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부터 동남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해야 하는 지역통합에 대해 유보적
이었으며,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간 협력이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다시 말해서 ASEAN은 지역통합이 아닌 지역협력을 목표로 해왔
으며, 초국가적 조직체라기보다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지역그룹으로 존속해
왔다. 이는 초기부터 하나로 통합된 유럽합중국을 목표로 석탄, 철강 등 특정
분야의 경제협력에서부터 출발하여 몇 차례의 중요한 발전, 성숙과정을 거듭함
으로써, 현재 고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는 분명히 대조적인 것이다.
과거 30여년간 ASEAN이 동남아를 대표하는 지역협력체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적인
성장에 불과한 것이다. 내부적 성숙을 통한 질적 발전이 결여된 ASEAN은 1997년
이후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ASEAN은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ASEAN 내부에서 쟁점이 되어온 전통적 운영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실성과 효율성을 가진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이 발전해 나가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이 갖는 발전의 한계성은 역사적으로 동남아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42 이는 다시 말해서 동남아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보다는 강력한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남아의 근현대사를 볼 때 이 점은 보다
42

이와 관련하여 Mark Beeson. June 2002. “Southeast Asia and the Politics of Vulnerability,” Third World
Quarterly, Vol. 23, No. 3. pp. 549-5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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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료해진다. 동남아의 근대사는 서구 식민지배세력에 의한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로의 강제적 편입과 왜곡된 식민지 종속발전, 이에 따른 경제적 수탈과 가난
그리고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점철되어 왔다.43 그리고 20세기 동남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국주의와 점령통치, 전후 탈식민화 과정과 동서냉전의
도래라는 공통의 외부적 조건하에서, 다종족적 사회구성에 기인한 근대민족
국가 형성의 미완결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또한 한 때 “경제 기적(economic
miracle)”으로까지 칭송되었던 동남아 자본주의 경제발전도 실제로는 축조된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되고 있으며, 자생적 발전의 토대가 결여된 동남아
경제는 외부적 지원 없이는 독자생존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44 이와 같은
경제, 사회적 조건들은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친화력을 가질 수밖
에 없었으며,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는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되었
던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이러한 외부적 조건과 환경 하에서 자신들의 취약성을 극복
하기 위해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1967년 ASEAN
이 창설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동남아 비공산국가
들의 가장 큰 위협은 냉전체제 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안보문제
였으며,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국가주권을 지켜나가는 문제
였다. 애초부터 지역통합을 염두에 두고 역내협력을 시도했던 서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소련, 중국 등 역외 강대세력들
을 의식하여 역내국가들간 군사안보동맹을 추구할 수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ASEAN은 처음부터 경제, 사회적 통합이나 군사동맹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냉전체제 하에서 정치적 생존과 주권수호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협력체로 출범
했으며, ASEAN way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을 채택해 왔던 것이다.45
이후 ASEAN은 아직도 그 기본 성격과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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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Reid. 2000. Charting the Shape of Early Moder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Yoshihara Kunio. 1998. The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이와 관련 Amitav Acharya. 2001.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s of Regional Order. London: Routledge. chapter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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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동남아 국가들이 공식적인 법과 제도적 규범보다는
비공식성과 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는 ASEAN
way라는 조직 운영방식을 채택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
이다.46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즉 주권의 양도를 통한 국가간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의 전통적
운영방식은 1997년 위기가 닥치기 이전까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쳐졌다. 오히려 이 기간 중 ASEAN way는 동남아 국가들의 권위
주의적 통치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 학자들에 의해 옹호되고 정당화
되어 왔다. 이들은 동남아 특유의 정치문화에 기반 한 ASEAN way야 말로 동남
아적 상황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식이라고 강변해 왔다. 그 결과
동남아 각국 정부와 그들이 후원하는 관변학자들에 의해 ASEAN의 실상이 감추어
지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이다.47
반면 ASEAN way는 1997년 ASEAN이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기 이전부터 이미
역내통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동남아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형성
하려는 A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들
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심지어 일부국가들은 때때로 실질적 거부
또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분명히 ASEAN way는 지역그룹으로서
ASEAN의 운영원칙으로 작동될 수는 있으나, AFTA와 같이 본격적인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결정방식으로서는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way는 여전히 다수 동남아 국가들에 의해 옹호
되고 있다. 서구 또는 역외 관찰자들은 ASEAN way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아직도 동남아 국가들은 ASEAN way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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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J. Haacke. 1999. “The Concept of Flexible Engagement and the Practice of Enhanced Interaction:
Intramural Challenges to the ASEAN way,” The Pacific Review. Vol. 12, No. 4. pp. 581-611을 참조.
David Martin Jones and Michael L. R. Smith. Winter 2002. “ASEAN’s Imitation Community,” Orbis. Vol.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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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Markus Hund, 2002. “From ‘Neighborhood Watch Group’ to Community: The Case of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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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ASEAN way 대신 법적 강제성과 제도적 규범만을 따라
ASEAN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들은 만일 ASEAN이 서구적 통합
모델인 EU와 같이 법과 제도 중심의 운영방식을 채택했다면, ASEAN은 이미
내부적 분열로 해체되었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욱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보고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와 같은 ASEAN의
운영방식이 다양한 내부적 분열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5년 베트남의 가입이후 라오스, 캄보디아, 마얀마 등 인도
차이나 국가들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한 ASEAN은 내부적으로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후발 ASEAN 가입국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일당
지배체제 또는 군부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서구국가들과 심각한 인권문제 갈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후발 ASEAN 가입국들이 기존의 선발국가들과 함께 ASEAN을
통하여 정책협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적 태도가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자기변명적 태도는, 많은 외부 관찰자들이
지적하듯이, ASEAN은 갈등해결을 위한 지역협력기구가 아니라 갈등을 회피
하려는 사교클럽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49 왜냐하면 비록 ASEAN이
과거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외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운영방식과 원칙으로부터 변화를 모색했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ASEAN은 1990년대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
덕택에 한때 아태지역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 지역협력체로 인식
되어 왔다. 먼저 지역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역내적으로는 AFTA를 추진해
왔으며, 역외적으로는 EAEC 구상을 제기하고 APEC의 운영과 ASEM의 창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ARF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지역안보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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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남아
10개국 전체를 ASEAN의 협력 틀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원대한 비전을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냉전종식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내외적으로
각종 협력구도를 창출하거나 자신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데는 성공
했지만, 역내국가들간 지역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97년
이후 표출된 ASEAN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상당부분 동남아 국가들 스스로 자초
한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새로운 실험
동남아 국가들은 1997년부터 기존의 ASEAN을 넘어서는 ASEAN+3라는 새로운
지역협력구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 ASEAN+3 협력
체제는 ASEAN 만큼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존양식이라 할 수 있다. 1960
년대 냉전와중에서 창설된 ASEAN은 안보적으로 취약했던 동남아 국가들이
강대국들간 갈등과 대결상황에서 자신들의 주권과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1990년대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태동된 ASEAN+3협력체제는
취약한 경제기반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
하다시피 ASEAN+3는 ASEAN의 협력 틀 안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와 지원
을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ASEAN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출범,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ASEAN은 자신들의 운영원칙을 ASEAN+3 협력과정에도 계속 적용시킴
으로써, 스스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과연 ASEAN+3가 ASEAN이 기대하는 대로 동남아 중소국가들에게
언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ASEAN
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의 경제강국들과의 통합이 반드시 동남아 국가들
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약소국 연합체인 ASEAN은 ASEAN+3 협력구도가 언젠가는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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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와
같이 ASEAN이 주도하는 ASEAN+3라는 형태의 협력구도가 언제까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동남아와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중장기적으로 ASEAN+3 협력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을
합의한바 있기 때문이다. ASEAN+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체제로 전환
된다는 것은 ASEAN이 더 이상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10개국
과 동북아 3개국이 똑같은 자격(equal footing)으로 협력체제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ASEAN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한계화(marginalization)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련국들간 원칙적인
합의를 보기는 했으나, 구체적 추진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0
문제의 핵심은 동남아 국가들이 ASEAN을 중심으로 지역그룹 형성(regional
grouping)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을 얼마나 심도 있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동남아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역내통합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이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역외 동북아국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갖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남아 국가들이 지역통합을 이룩하는데 실패한다면 강력한 동북아국가
들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ASEAN+3 협력과정에 있어서 ASEAN의 전략적 위상은 동남아 국가들간 역내
통합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ASEAN 운영체제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과 각국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만장일치적 합의방식만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지역통합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연 동남아 국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은 일단 부정적이다. 한때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주장
했던 태국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과거의 운영방식으로 회귀한바 있으며, 동남아
각국은 아직도 기존의 운영방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51 물론 여기에는

50

배긍찬. 2001.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요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1-36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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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이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상당수 동남아
국가들이 민주화의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지만, 아직 어떠한 국가도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에 확실히 진입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ASEAN은 여전히 동남아
권위주의 정권들의 집합체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ASEAN의
운영원칙의 문제는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수준과 연계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
적으로 ASEAN이 권위주의 정권의 집합체적 성격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ASEAN이 내부적 갈등과 분열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또는 외부적 도전이나 역외 강대세력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과거 30여년간
ASEAN이 이룩한 성과는 비록 크지 않은 것일지라도 ASEAN은 지속적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히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도전이나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스스로 내부적 결속과 정체성을 유지해야할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51

ASEAN은 1998년 7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1차 ASEAN 정례 외무장관회의(AMM)를 통하여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한 재검토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로 인해 ASEAN 내부의 논쟁이 뜨겁게 가열된바 있다. 이 문제는
태국의 수린 외무장관에 의해 공식 제기되었는데, 역내국가들간 이견이 표출되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린 외무장관은 미얀마 인권문제와 캄보디아의 신규회원국 가입문제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불법이민, 아동매춘 등 역내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SEAN은 전통적 비개입 정책으로
부터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 또는 융통성 있는
관여정책(flexible engagement)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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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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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의 3대 축과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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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의 3대 축과 동아시아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는 오늘날 세계 경제성장의 3대 축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협력은 유럽·북미 등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역내 통합을 꾸준히
추구해왔던 유럽은 1992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출범시킴으로써
고도의 지역통합을 구가해왔다. 또한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유럽통합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4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를 결성했다. 반면 1990년대 후반까지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 어떠한 공식적 지역협력체도 출현하지 않은 지역은 동아시아뿐이었다.
즉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의 EU와 북미의 NAFTA에 상응하는 역내 협력체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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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북아와 동남아로 구성된 동아시아는 본격적인 지역협력이 오랜 기간
지체되어왔었다. 과거 1980년대 말까지 동서 진영 간 냉전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지역협력을 가로막는 중요한 정치적 장애로 작동했다. 냉전 기간 중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상호 대립하는 관계를 지속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력구도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냉전 기간 중 동아시아는 일본·한국·아세안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중국·북한·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 사회주의 국가들 간 오랜 정치적·경제적
단절 기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일차적으로 과거 적대적 관계였던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 국교 수립과 외교관계 정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1978년 이후 중국과 1986년 이후 베트남이 추진했던 개혁개방정책은 역내 국가들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한층 더 배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이나 북미
지역처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을 위한 공식적·제도적 틀이 출현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증진 등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발전에 상응하는 지역협력 구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상대적
으로 미약했기 때문이다.

2. 마하티르 총리와 EAEC 구상
동아시아 국가들 중 역내 협력을 모색하는 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
는 동남아 아세안의 말레이시아였다.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지역협력을 모색하려는
매우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9년 동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경제적
으로 연계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 Economic Cooperation)
가 출범한 직후, 마하티르 총리는 동아시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역내 경제협력 구상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즉 마하티르 총리는 199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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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세안 6개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브루나이),
인도차이나 3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한국·중국·일본·홍콩·
대만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 Economic Group) 구상
을 제창한 것이다.1 이후 마하티르 총리는 이 제안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배타적 경제그룹 형성을 강력히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역외 국가들의 유보적 태도를 고려하여, 1991년 10월 애초의 구상보다는
좀 더 느슨한 형태를 띠는 협의의 장으로서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구상을 새로이 제안했다. EAEC 구상이 미국 등 역외 세력을
배제했던 이유는 이미 미국은 유럽의 EU에 대응하여 NAFTA를 출범시킴으로써
1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APEC을 통해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계속 유지, 확보하려는 2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해나가려 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마하티르 구상은 유럽의 EU와 북미의 NAFTA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또 다른 안전장치로서 독자적 경제협력체의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한 세계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보호주의와 배타적 지역협력 블록의
형성이 더욱 공고화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EAEC 구상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구적 메커니즘으로 남겨놓으려는 것이었다. 당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도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는 APEC의 유용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일본·한국·호주 등 역외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APEC이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하티르 총리의 EAEC 구상 추진은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난항에
봉착하여 곧바로 진척이 되지 못했다. 먼저 아세안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통합된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다. 동남아의 최대 국가이자 아세안의 빅브라더를
자처하는 인도네시아는 EAEC를 APEC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수하르토(Su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

참고로 아세안은 1967년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5개국으로 출범했으며, 1984년
브루나이가 추가로 가입했다. 냉전 종식 이후 아세안은 회원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1995년 베트남, 1996년
라오스·미얀마, 1998년 캄보디아가 각각 가입하여 동남아 10개국 전체가 아세안의 회원국(아세안 10)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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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C를 APEC의 틀 안에서 운용해야 한국·일본 등의 참여 확보가 용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마하티르 총리와 대립했다. 그뿐만 아니라 EAEC 구상에서 배제된
호주와 뉴질랜드는 강한 유보적 태도를 취했으며, 역내 협력에서 백인국가를
배제하는 마하티르 총리를 인종차별자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어려움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였다. 당시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미국 국무장관은 EAEC 참여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고려
하고 있었던 일본과 한국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EAEC
참여를 원천봉쇄하려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베이커 국무장관의 반대 의사 표명
은 외교적으로 유례없이 노골적이었다. 단적으로 아태 지역에서 세계 패권국
미국이 배제된 어떠한 다자협력 구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EAEC 구상 참여를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며, 애초
EAEC 구상에 다소 관망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도 이후 적극적 참여 의사를 표명
했다.
결국 마하티르 총리는 EAEC 추진을 위해 쉽지 않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3년 7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은 EAEC를 APEC 틀
안의 협의체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EAEC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1994
년 5월 아세안은 미국과 협의를 통하여 EAEC를 AEPC 내 협의체(Caucus within
APEC)로서 참여 대상국은 동아시아 국가인 APEC 회원국 아세안 6개국과 한국·
중국·일본·대만·홍콩으로 제한하며, 향후 회원국 확대 문제는 EAEC 출범 후
참여국들 간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대만과 홍콩
참여 문제는 중국의 유보적 태도로 마지막에 배제되었다. 1994년 9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은 1995년 4월 태국 푸껫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6개국과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3국의 비공식 경제
장관 회동(6+3)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되돌아보면 아세안+3 형태의 지역협력
구도는 그때 이미 제시된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6+3, 즉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경제장관 회동은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아세안의 6+3 회의 제안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나, 일본이 전제조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표시하지 않았다. 6+3 회동이 무산된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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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일본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말레이시아
가 반대하여 아세안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집요한 반대를 의식한 일본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동안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체 형성 문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3. ASEM과 동아시아 정체성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또 다른 새로운 전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개최 문제였다. ASEM은 1994년 10월 고촉통(吳作棟)
싱가포르 총리가 EU 의장국 프랑스 방문 시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동아시아의
아세안과 유럽의 EU가 파트너가 되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간 정치 및 경제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즉 ASEM은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북미,
유럽, 동아시아 지역 간에 북미와 동아시아는 APEC으로 북미와 유럽은 NATO
등 기존의 다양한 범 대서양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네트워크가
부재했던 동아시아와 유럽 간에 새로운 연계망 구축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정치·경제
적으로 새롭게 연결하는 지역 간 협력의 장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 정상회의는
아세안 7개국과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10개국과 유럽 EU 15개국 정상들이
역사상 최초로 회동한 대규모 국제 다자회의였다. 제1차 ASEM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회의를 통하여 세계 정치경제의 3극 체제가 보다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다극화 추세를 보여온 국제 체제하에서 북미, 유럽,
동아시아 세계 경제의 3대 축 간 새로운 관계 설정과 균형 모색이 보다 가시화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보다 더욱 중요했던 의미는 유럽의 EU와 협상
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상들 간 집단 회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또한 이러한 회동이 2년마다 정례화되었다는 점이다. 1996년 이전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이 한 번도 함께 모인 적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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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3국 정상들도 ASEM을 계기로 처음으로 한자리에 동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6년 ASEM을 계기로 그간 마하티르 총리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EAEC가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던 것이기도 하다.
ASEM 출범 시 참가국 문제에 대해서 EU와 아세안은 유럽 참가국은 EU가,
동아시아 참가국은 아세안이 각각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최초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기존 APEC의 참여 방식과는 달리
소수의 조정 가능한 규모의 참가국을 선정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즉 한국·
일본·중국 등 동북아 3국은 포함시키되 당시 참여를 희망했던 호주·뉴질랜드·
인도 등과 홍콩·대만은 1차 정상회의에서 배제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이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호주·
뉴질랜드는 최종적으로 배제되고 말았다. 따라서 ASEM 출범을 전후로 한·중·일
동북아 3국과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 간 외교 및 경제 등 다양한 차원의 각료급
또는 실무급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바로 마하티르 총리가 EAEC는
APEC과는 독자적으로 유럽의 EU 및 북미의 NAFTA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과 사실상 일치하게 된 것이다.
이후 ASEM은 1998년 제2차 런던회의와 2000년 제3차 서울회의로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 출범한 ASEM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도전은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 형성 문제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ASEM을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과는 대조적으로 내부적
으로 단합된 유럽의 EU와 상대하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
과는 다른 EU 국가들을 통하여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4. 아세안+3 출범과 초기 제도화
EAEC를 추진했던 마하티르 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좌절을 겪기도 했으나,
ASEM 출범을 계기로 EAEC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화
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1997년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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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일본이 사전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하티르 총리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에서 아세안 창설 30주년 기념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이었다. 그해 4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
총리는 마하티르 총리에게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 직후 일본-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마하티르 총리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을 함께 초청하면 더욱 좋겠다는 역제안을 기민하게 던짐으로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마하티르 총리 주도로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역사적인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마하티르 총리의 EAEC 구상이 아세안+3
정상회의 형식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는 마하티르 총리의 오랜 집념이 마침내
현실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은 자신들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일 3국을 자신들의 정상회의에
동시 초청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아세안은 향후 한·중·일 3국 정상 초청을 정례화하기를 희망한
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는 당시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했던 금융위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1997년 여름 태국
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가을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까지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태국·인도네시아·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긴급구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급박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던 한국은 이 정상회의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고건 총리가 대신 참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 만연했던 금융위기는 역내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공동체 또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같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는 물론 동북아의 한국에까지 전염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동남아와 동북아를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이제는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라는 현실을 직감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시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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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APEC의 무관심한 태도도 아세안+3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을
표방했던 APEC은 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치금융의 폐해와 구조조정 미비를
지적하는 등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후 199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아세안+3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의
의의는 동아시아 차원의 역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협력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아세안+3 재무차관 회의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단기자본의
이동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협조 문제를 검토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도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창설
제안이었다. 이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향후 아세안+3 정상회의의 발전 방향과
포괄적인 지역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비전그룹 구성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각국의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정상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Declaration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아세안+3 국가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역사적 개최에 이어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함께 아세안+3 협력체제의 초기 제도화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3 정상들은 역내 경제구조
개혁 문제와 금융·통화·재정 문제와 관련한 정책 협의 및 조정, 강화 등 중요한 합의
들을 이끌어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사회적 격차 문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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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력을 강조했으며, 아세안+3 13개국 간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의
제안에 따라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김대중 한국 대통령, 오부치
일본 총리,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간 조찬회동은 역사상 최초의 동북아 국가들
간 정상회의로 기록되었다. 이 회동을 통하여 한·중·일 정상들은 3국의 국책연구
기관 간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3국의
정상회동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마하티르 총리의 이니셔티브로 출범한 아세안+3 정상회의 체제는 기본
적으로 아세안 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는 아세안 의장국에서만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매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먼저 열리고 그 2부 순서로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상회의를 주최할 수 없는 한·중·일 3국은 항상 초청국(guest)으로 참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중·일 3국은 아세안+3 협력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3국 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매년 2차례(아세안+3 정상회의와 연계
하여 1회, 한·중·일 3국 간 순번에 따라 각국에서 1회씩)로 정례화되었고, 한국에
한중일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설치하는 등 제도
화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일본 간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일본 간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3 협력을 구체화하는 또 다른 계기는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은 1998년 EAVG 창설에 이어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설치를 제안했으며, 정상들은 이를 결정했다. EASG는 EAVG에서 제시된 동아
시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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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를 지향하는 EAVG 최종 보고서는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6개의 장단기 협력 방안을 담은 EASG 보고서는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에 제출, 검토되었다. 또한 2002년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상들은 기존 아세안+3 정상회의를 장기적으로 EAVG에서 제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로 전환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1997년에
출범한 아세안+3 정상회의 체제는 제도화를 이룩하고 초기 발전 과정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이다.

5. 두 지도자의 리더십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현재까지도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환경에는 여전히 부정적
요인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 말까지 냉전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가로막는 중요한 정치적 장애로 작용했으며, 1990년
대 초반 냉전 종식 이후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역내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해왔다. 무엇보다도 역내 다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
은 영토 및 인구의 크기, 경제 발전의 수준, 정치체제의 상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토 및 인구의 측면에서 중국·싱가포르·
브루나이를 비교하면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발전 수준에서도 일본·한국·
싱가포르·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간에는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정치체제
측면에서는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여전히 사회주의 일당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브루나이는 전통 군주국가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 간에도 역사·문화·종교·인종적으로 확연
한 간극이 존재한다. 한·중·일 3국은 대체로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는 불교(태국·미얀마·라오스), 이슬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기독교(필리핀) 등 다양한 종교 및 문화 그리고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내부적으로도 상호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많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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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은 동북아와는 대조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50년 이상의 지역
협력의 경험을 갖고 있는 반면, 한·중·일 3국은 이러한 지역협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동북아 3국은 오랜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정치적 신뢰 구축이
여전히 미약하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역사 및 영토 문제와 함께 역내 패권경쟁
구도가 계속 잠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간에도 현재까지 치열한 역사 및
영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1990년대 후반 아세안+3 정상회의가 출범하여 2000년대
초반 아세안+3 협력체제의 제도화가 이룩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기적과
도 같은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가능했던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지역협력체 결성을 집요하게 반대했던 미국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다자주의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했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로
교체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997년 발생했던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 대응 필요성 증대 또한 역내 협력을 촉진한
주요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요인은 역내 지도자들의 정치적 리더십
(political leadership)이다. 즉 두 명의 걸출한 동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의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역할이 분명히 핵심적 성공 요인이었던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마하
티르 총리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그들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EAEC
구상을 제안,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세안+3라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구도를 창출해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EAVG와 EASG를 통하여 동아시아 협력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정책 대안들을 제시
했기 때문이다.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하드웨어(hardware)를
제공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지도자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라고 할 것이다.
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공히 아시아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역내 지도자가
되려는 커다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아세안
의 빅브라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경쟁, 대립하면서까지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구도를 주장하고 밀어붙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여타 역내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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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남다른 아이디어와 뛰어난 순발력으로 초기 아세안+3
협력체제가 방향성과 구체성을 갖추어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마하
티르 총리는 여전히 말레이시아 정치의 살아 있는 불사조이다. 이미 90이 넘은
고령에도 2018년 5월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야당연합 대표로서 선거에 압승함
으로써, 새롭게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전 작고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치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외교적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정책 그 자체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은
그를 최고의 정책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2002년 아세안+3 정상회의를 장기적으로 EAS로 전환해나간다는 아세안+3
참여국들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2005년 기존 아세안+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인도·
호주·뉴질랜드를 추가로 참여시킨 EAS가 조기 출범함에 따라, 그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왔다.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패권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3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미·중 패권경쟁 또는 전쟁의 양상과 결과이겠지만,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지, 아니면 침체하거나 심지어 소멸될지는 역내 지도자
들의 리더십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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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제8차 ASEAN+3 정상회의 결과분석 :
EAS 추진 문제를 중심으로
목

차

1. ASEAN+3 정상회의 및 EAS 개최
2. 회의 주요 내용
3. 분석 및 평가
4. 한국의 고려사항

1. ASEAN+3 정상회의 개최형식 및 일정
2004년 11월 29∼30일 동남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8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 및 러시아 외무장관까지 함께 초청
되었으며, 채택된 문서만도 23개에 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가 되었음.
1997년부터 계속된 ASEAN+3 정상회의는 ASEAN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초청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 따라서 예년과 같이
ASEAN+3 정상회의에 앞서 동남아 국가들간 먼저 ASEAN 정상회의가 열렸
으며, 이와 동시에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간 정상
회의도 함께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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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정상회의 직후 예년과 같이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과 개별적인
ASEAN+1 회의를 개최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도를 별도로 초청하
여 ASEAN+인도 정상회의를 함께 개최하였음. 특히 금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도 초청되어 ASEAN+CER(호주 및 뉴질랜드) 정상
회의도 연이어 개최되었음. 한편, ASEAN 정상회의에 앞서 금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ASEAN 후발 4개국(CLMV) 정상회의도 처음 개최
되었음.

2. 회의 주요 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이번 제10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ASEAN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채택된 2003년 10월 「ASEAN 협력선언 II (Bali Concord II)」를 구체화
하기 위한 “ASEAN 안보 및 사회문화 공동체 행동 계획”이 서명되고, ASEAN
역내통합을 위한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HAP)”을 보완하고 향후 6년간
역내국가들간 개발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비엔티엔 행동계획(VAP: Vientiane
Action Programme) 이 채택되었음.
- 비엔티엔 행동계획은 2010년까지 ASEAN 역내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전기, 농업, 자동차 등 11개 우선 분야의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함.
- 동 계획 이행을 위한 “ASEAN 개발기금(ADF)” 설립을 결정하고, ASEAN
대화상대국 및 역외국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함.
ASEAN 정상들은 이보다 앞서 개최된 ASEAN 후발 4개국(CLMV)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이 국가들에 대한 ASEAN 선발 6개국 및 한·중·일 3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함.
- 저개발, 빈곤, 취약한 인프라 기반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CLMV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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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해 무역, 투자, 에너지, 교통 분야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정상들
은 2005년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말레이시아에서 연속적
(back-to-back) 형태로 제1차 회의 개최에 합의함.
- 제1차 EAS에는 ASEAN+3 국가들이 참여하고 회의형태(modality)도 기존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유지키로 함.
- EAS와 관련한 상세한 사안들은 향후 외무장관회의 및 고위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다루어 나가기로 함.

나.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들은 2003년 공동선언 채택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의체
가 구성,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3자 위원회(three party committee)가
제출한 3국 협력에 관한 “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와 “행동전략(action
strategy)” 채택을 승인함.
- 2003년 3국 공동선언은 무역 및 투자, 정보통신산업, 환경보호, 재난예방
및 관리, 에너지, 금융협력, 과학기술, 관광, 수자원 보존, 문화 및 인적
교류, 국제문제, 아시아 지역협력, 안보, 사회 및 초국가 문제 등 14개 분야
의 협력분야를 예시한바 있음.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3국 정상들은 ASEAN+3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공동체(EAC)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하는 동시에 3국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에 인식을 같이 함. 또한 ASEAN 내부 합의를 전제로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개최를 지지함.
- EAS와 ASEAN+3 정상회의 간 차이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2005년 5월 교토
개최 예정 ASEM 외무장관회의를 계기로 ASEAN+3 외무장관간 입장 조율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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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국 정상들은 북한이 6자회담 조기 개최에 응하고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조속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3국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 이 밖에 역내 환율안정 문제, UN개혁 문제, 이라크 문제 등도 논의되었음.

다. ASEAN+3 정상회의
ASEAN측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 East Asia) 가입과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시 논의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실현
가능성 연구 전문가 그룹” 설치 합의를 환영함. 이와 함께 ASEAN+3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2003년 12월 ASEAN 사무국내 ASEAN+3 Unit 설치를 평가함.
또한 ASEAN측은 ASEAN+3 협력의 꾸준한 진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이 제안한 협력사업
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함.
- 이와 관련, 동아시아 포럼(EAF: East Asia Forum) 및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Network of East Asia Think Thanks)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역할을 강조함.
- 특히 중장기 사업 중 통화, 금융 분야의 협력강화를 기대함.
한편, ASEAN+3 정상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문제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2005년 제1차 EAS 개최에 합의하고, 일본의 공동의장 수임
및 EAS의 개념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SEAN+3 외무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함.
- 중국은 2007년 제2차 EAS 개최 희망을 피력하였으나, 필리핀 등 일부 국가
들의 유보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
한국측이 EASG 9개 중장기사업 추진방향 등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종의 로드맵(roadmap)으로서 “동아시아 협력증진을 위한 이행 계획(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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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or Strengthening East Asia Cooperation)” 수립 필요성을 지적한데 대해
일부 국가들도 유사한 의견을 피력함.
- 중국은 2007년 ASEAN+3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현재까지의 성과를 검토
하고 미래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서 “동아시아 Consensus(가칭)”
를 제시할 것과 태국은 1999년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대체할
제2의 공동선언 채택 필요성을 각각 제기함.

라. ASEAN+1 정상회의
(1) ASEAN+한국
이번 한-ASEAN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양측간 공식대화 관계수립
15주년을 계기로 “한-ASEAN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ROK)”을 채택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한 점임.
- ASEAN과 한국은 2005년 초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 안에 협상을 종료
하고 2009년까지 양측간 자유무역지대(AKFTA)를 결성키로 합의함.
- 한국은 ASEAN측이 요청해 온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공식 가입함.
- 한국측은 공동선언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한-ASEAN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ASEAN측은 한국이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사업 참여 등을 통해 ASEAN
국가들간 개발격차 해소와 역내통합 노력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에
ASEAN이 역내 개발협력을 위해 새롭게 채택한 비엔티엔 행동계획(VAP)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참여를 요청함.
- 한국측은 ASEAN 국가들간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고급 ICT 기술전파를
위해 ASEAN 학생들을 한국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초청, 훈련할 계획임을 설명함.
- ASEAN 측은 역내통합에 대비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내 대학에 ASEAN 연구과정 설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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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ASEAN의 지지를 촉구했는바,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지지하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희망함.

(2) ASEAN+중국
ASEAN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선언 행동계획(ASEANChina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을 채택함.
- 중국은 동남아 비핵지대화(SEANWFZ)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ARF에
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함.
-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행위(good behavior)를 약속함.
ASEAN과 중국은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010년까지 FTA를 완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인 관세 인하를 단행
키로 하고 2006년까지 농산물을 중심으로 600여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나가기로 함. 이와 함께 양측간 무역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협정도 체결됨.

(3) ASEAN+일본
ASEAN과 일본은 2003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ASEAN-일본 특별정상회의”의
결과 및 후속조치들을 평가하고, “반국제테러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함. 또한
양측은 2005년 4월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내 협상을 완료할 것에 합의함.
- 일본측은 ASEAN이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와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이를 개방적 지역주의의 사례로 환영의 뜻을 표함.

마. 기타 정상회의
ASEAN은 호주 및 뉴질랜드와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ASEAN-호주, 뉴질랜드(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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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를 개최했는바, 양측은 2005년 초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여 향후
2년내 완료키로 하고, ASEAN 측은 호주 및 뉴질랜드의 TAC 가입을 촉구함.
ASEAN과 인도는 2004년 5월부터 시작된 양측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의 이행 실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어도 2016년까지는 FTA를 결성할 것을 논의함.
러시아 외무장관은 TAC에 서명하고, 2005년 ASEAN-러시아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함.

3. 분석 및 평가
가. 중장기 협력과제 논의
이번 ASEAN+3 정상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2년 EASG가 제시한 26개
협력사업 중 처음으로 9개 중장기 협력사업(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 중소
기업투자 촉진, 동아시아 투자지역 형성, 역내금융기구 설립, 역내환율 협력,
동아시아 정상회의 추진, 해양환경 협력, 에너지 협력, 민·관 파트너쉽 촉진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임.
- 이번 회의를 통하여 EASG 중장기 사업 중 중점적으로 거론된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결성문제(EAFTA)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문제였음.
ASEAN+3 국가들은 17개 단기 사업과 관련하여 각 국가별로 관심 분야를 신청,
추진하고, 일차적으로 2007년까지 시행, 완료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한국은 관·산·학(官·産·學) 대표들이 참석하는 협력 프로그램
으로서 track 1.5 차원의 동아시아 포럼(EAF: East Asia Forum) 등 4개 과제를
관심 사업으로 추진 중임.
- 중국은 track II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싱크탱크들을 연결하는 “동아
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구축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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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포괄적 인적지원 개발, 최빈국 GSP 부여, 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
사업 등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임.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ASEAN+3 국가들간 역내협력과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단기적 협력사업 추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과제와 제도화의 문제로 옮겨갈 전망임. 그러나 중국, 일본, ASEAN 모두
동아시아 통합을 각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력체로 모색해 나가려
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참여국들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됨.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합의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역시 EAS 추진 문제였음. 역내국가들 중 EAS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동남아의 말레이시아와 동북아의 중국이며, 특히 중국
이 2004년 초반부터 EAS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주요 과제로 부상했음.
- 1990년대 초 EAEC를 주창했던 말레이시아는 2005년 쿠알라 룸프르 개최
예정 제9차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EAS 개최에 외교력을
집중해 왔음.
- 또한 중국도 말레이시아와 함께 EAS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말레이시아
에 이어 2007년 제2차 EAS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EAS 추진문제는 역내국가들이 모두 승인한 ASEAN+3 협력의 핵심적인 중장기
과제로서 어떠한 참여 국가도 이를 원론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사안임.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EAS 추진이 결정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무엇보다도 ASEAN+3 협력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간 내부적으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다수의 ASEAN 국가들은 대체로 EAS
추진에 동의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등 몇몇 국가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음.
- 동남아 최대국가이자 전통적으로 ASEAN의 리더쉽 역할을 자임해 온 인도
네시아는 EAS가 출범할 경우 ASEAN의 전략적 위상이 저하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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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강한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음.
-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직전 말레이시아가 집요한 설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참여의사를 극적으로 얻어냄으로서 EAS 출범이 일단 가능하게 되었으나,
인도네시아는 내부적으로 여전히 EAS 출범에 유보감을 감추지 않고 있음.
한편, 동북아 국가들은 ASEAN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 EAS 출범을 지지한다
는 공식적 입장을 취해 왔지만, EAS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적극적 태도와
제2차 회의 개최 의사에 대해 일본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이러한 차원에서 제1차 EAS 개최에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의 장국
역할 수임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임.
- 또한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역외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중국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말레이시아 중심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EAS
출범문제에 관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ASEAN+3 국가들은 EAS 출범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문제점
들을 안고 있음. 아직도 참여국들간 EAS 운영방안(modality)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제1차 EAS는 기존 ASEAN+3
정상회의와 연속적(back-to-back) 형태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ASEAN+3 국가들은 EAS와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
설정, 개념상의 차이점, 개최빈도, 의제, 개최국 순번, 참여국 등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참여국들간 EAS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실패하게 될 경우,
제1차 EAS 개최가 성사되더라도 향후 이 문제는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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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ASEAN 현안 해결
한국은 1989년 ASEAN과 공식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1994년 ARF와 1997년
ASEAN+3 정상회의 출범 등 ASEAN이 주도하는 역내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왔음.
- 1990년대 초반 냉전종식 이후 한국은 한국 외교의 다변화 차원에서 지리적
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ASEAN과의 관계
증진을 주요 외교 사안으로 다루어 왔음.
- 특히 한국은 ASEAN+3 협력 과정에서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청사진
과 주요 행동계획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EAVG 및 EASG의 활동을 통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
이번 회의를 통하여 한국과 ASEAN은 누적된 주요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함
으로써, 향후 양측간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음.
그간 ASEAN측은 한·중·일 3국에 대해 FTA 체결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TAC) 가입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이에 신속하게 대응한 중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임. 특히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ASEAN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이해가 저하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ASEAN
FTA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한국의 TAC 가입도 이루어짐으로써, 그간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음.
- 이번에 합의된 한-ASEAN FTA 기본 틀은 한국이 중국, 일본 등 여타 동북아
국가들 보다 늦게 FTA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0년 그리고 2012년까지
완료 예정인 중국, 일본보다 먼저 2009년에 완결할 것에 합의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한국은 2009년까지 ASEAN과의 교역 대상 품목 중 80%를 전면 무관세로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무관세 대상 품목선정과 이행기간 조정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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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SEAN 중심의 중층적 FTA 연계망 형성
이번 회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난 현상은 ASEAN 중심의 중층적
FTA 추진 구도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논의, 검토, 협상 중인
각종 양자 및 다자 차원의 FTA 체결 문제는 예외없이 ASEA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
- 2002년 ASEAN은 중국과 2010년까지 FTA를 결성할 것에 합의, 현재 협상을
종료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 관세인하 작업에 돌입할 예정임.
- 2003년 ASEAN은 일본과 2012년까지 FTA 체결을 완료할 것에 합의하고,
2005년부터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일본과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간
양자 FTA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음.
- 2004년 ASEAN과 한국은 2009년 FTA 체결을 목표로 2005년부터 2년간
협상에 들어갈 예정임. 한국은 싱가폴과 양자 FTA 협상을 타결함.
- 한편 ASEAN은 역외국가인 인도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05년부터 개시할 예정임.
-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폴에 이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도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했거나 준비중에 있음.
이와 같이 ASEAN은 역내 다양한 FTA 연계망의 중심 축으로서 그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바, 이는 중장기적으로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자유
무역지대(EAFTA)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마. 중국의 외교공세와 역내국가들의 대응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차원에서 ASEAN 등 역내국가들에 대한 외교공세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주었음.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과 관련한 다수의 중장기적
과제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역내통합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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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타당성 전문가 회의”, “중소기업
투자확대 관련 고위급 회의”, “ASEAN+3 문화예술관계 장관회의” 등 각종
회의의 2005년 중 중국 개최를 제안함. 또한 EASG 단기 사업인 NEAT(중국
주도), EAF(한국주도), 동아시아 지역연구 사업(일본주도) 및 말레이시아
ISIS가 공동 후원하는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회의”의 2005년 하반기
중국 개최를 제안함.
- 한편, 해상안전확보 협력강화를 위한 “테러 및 초국가 범죄 대처”와 관련한
5개년 이행계획 수립과 2007년 “동아시아 Consensus(가칭)” 채택 추진을
제시함.
- 동시에 중국은 중-ASEAN 협력기금을 증액하고 “동아시아 특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중국의 ASEAN 통합 노력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함.
-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2007년 제2차 EAS 베이징 개최를 강력히 희망함.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세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 외교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초해야 하며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남아국가들 중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인도네시아와 외교적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ASEAN+3 협력 체제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는 당분간 현실
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약진에 대응하여 일본은 나카소네
전 총리를 중심으로 관·산·학을 총망라하는 “동아시아 공동체평의회(CEAC)”
를 설립함으로써, 일본의 역할 확대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가시적
인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간 동북아 FTA 혹은
ASEAN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FTA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입장
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능적 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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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SEAN은 중국의 외교공세에 대응하여 역내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다차
원적 접근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
- ASEAN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ASEAN+3 협력체제와 병행하여,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러시아까지
ASEAN 중심의 협력구도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역내세력 균형 또는 강대
국간 전략적 평형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ASEAN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간 FTA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
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ASEAN 국가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ASEAN+3
협력체제가 EAS 등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함께 주도권이 동북아국가들로
넘어갈 가능성을 경계하고, 궁극적으로 ASEAN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ASEAN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선행하여 ASEAN 공동체를 먼저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역내통합 추진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바. 미국 변수
1990년대 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수상의 EAEC 구상을 노골적으로 반대
했던 미국은 ASEAN+3 협력체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망하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 왔음.
- 이는 미국이 ASEAN+3 협력체제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빠른 진전을 보이거나 성공적인 지역통합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임. 특히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인 일본이 주도적 역할
을 함으로써 개방적 지역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
- 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미와 남미를 연계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국가들간 지역협력 또는 통합 노력 그 자체를 명분
없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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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최근 ASEAN+3 협력체제가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과 제도화를
통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이 ASEAN 국가들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EAS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상황
전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아직까지 공식적 반응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 ASEAN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반면,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이
역내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
최근 제2기 부시 행정부내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다 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향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간주하려는 부시행정부 초기의
입장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따라서 미국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중국주도로 전개되거나 반미적 또는 탈미적 경향을 띨 경우,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를 저지 또는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ASEAN과의 전략적 제휴강화 필요성
중국과 일본간 현재와 같은 총체적 지역패권 경쟁 양상은 ASEAN+3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일방도 역내협력을 주도해 나갈 만큼 확고한 리더쉽을

114
ASEAN 연구기행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지역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일본은 정치적 리더쉽이
결여되어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
하고 있는 중국도 아직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중국과 일본이 유럽통합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공동의
협력적 리더쉽을 보일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 사실인바, 양국은 체제, 이념,
법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국가이며, 정치, 군사, 안보, 전략적 차원에
서도 전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숙명적 경쟁 상대이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ASEAN 국가들에 대해 한국이 그들에게 하나의
선택의 카드 또는 완충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필요
가 있음. ASEAN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간 첨예한 경쟁구도를 회피, 완화시키
기 위해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
- 전통적으로 비동맹중립 외교노선을 지향해온 다수 ASEAN 국가들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역외강대국들간 세력균형 또는 평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일본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ASEAN 국가들이
한국과의 양자차원의 관계강화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관계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국은 오히려 이러한 동남아 국가
들에 대해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향후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내 유일한
역동적 중견세력(the dynamic middle-power in East Asia)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ASEAN 관계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즉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이들간 연결고리
로서 중간자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중심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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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AS 운영방안 제시
향후 한국은 관련국들간 EAS 운영방안 문제 논의에 대비해서 한국 나름의
복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은 EAS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관점에서 한국측 제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첫째, EAS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기존 ASEAN+3 정상회의 틀을 최대한
유지함.
- 둘째, EAS 틀 안에서 ASEAN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지역그룹(regional
grouping)으로 인정하고, 한·중·일 3국은 협의체(consultative body)를 구성함.
- 셋째, 회원국 확대문제는 참여국들간 합의에 의해 결정함.
- 넷째, 동북아 3국의 EAS 개최주기를 4년에 1회로 함.
- 다섯째, 한국은 2008년 제4차 EAS 개최 유치를 검토함.
ASEAN+3 정상회의를 EAS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은 기존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급적 명칭만을
바꾸는 방안임. 즉, EAS의 동남아 국가 혹은 동북아 국가 개최와 상관없이,
기존의 ASEAN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ASEAN+1
정상회의를 종전과 같은 형태로 지속시키되, ASEAN+3 정상회의라는 명칭
만 EAS로 전환하고, EAS의 주요 의제에 역내통합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임.
- 단, 동북아 국가에서 EAS가 개최될 시 ASEAN 정상회의는 ASEAN 국가들
이 희망할 경우 동남아 국가에서 EAS에 선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제1차 EAS에는 기존 ASEAN+3 국가들이 참여하되,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참여국 확대문제는 향후 ASEAN+3 정상들간 합의에 기초
하여 결정함.
현재 동남아 ASEAN 국가가 총 10개국이며 동북아 국가가 한·중·일 3개국임
을 감안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EAS 개최 주기를 4년에 1회로 함. 이는 EAS가
동북아국가들에 주도될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 희석을 우려하는 ASEAN 국가
들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으며, 또한 ‘10+3’ 라는 현재의 참여국 구성을 고려
할 때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equal footing)으로 참여한다는 객관적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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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부합함.
따라서 2005년(제1차), 2006년(제2차), 2007년(제3차) EAS는 ASEAN국가들
이 개최하고, 2008년 제4차 EAS는 동북아 국가들 중 1개국이 개최해야 하는
바, 동북아 국가들 중 한국이 중국, 일본에 앞서 EAS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중국, 일본간 현재와 같이 치열한 지역패권경쟁 구도 하에 서 한국이 이들
보다 먼저 EAS를 개최하는 방안이 양측간 하나의 타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이후 순번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중국, 일본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유사 사업 통합 및 재조정 주도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EASG 17개 단기협력사업 중 상당수는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다소의 혼란과 효율성에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유사사업의 통합 및 재조정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한국이 주도하는 track 1.5 차원의 EAF, 중국이 주도하는 track II 차원의
NEAT, 일본이 주도하는 track II 또는 III 차원의 동아시아지역 연구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한국 주도로 추진 예정인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 사업”과
중국이 추진하려는 “문화, 예술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가 교류증진 사업”도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음.
한국의 문제제기에 따라 중국측도 2005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EAF, NEAT,
동아시아 연구사업 분야간 합동회의를 제안하고 있는바, 한국은 이를 계기로
유사사업 통합 및 재조정 과정에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EAF와 NEAT는 중복성이 문제시되고 있는바, ASEAN+3 국가들의
관·산·학 대표로 구성된 EAF를 최상위에 두고 이를 중심으로 각국 연구
기관간 네트워크인 NEAT와 동아시아 지역연구 증진사업, 그리고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 사업 등을 통합, 재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임.

117
ASEAN 연구기행

라. 중장기 협력사업 이니셔티브
이번 회의를 통해 9개 EASG 중장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음을 감안
하여, 향후 한국은 ASEAN+3 정부차원의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중장기 사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한국측이 제시한 “동아시아 협력증진을 위한 이행계획
(Work Plan for Strengthening East Asia Cooperation)”을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가
야 할 것임.
이를 통하여 한국은 EAVG, EASG, EAF 등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임.

마. 국내 ASEAN 및 동남아 전문가 양성 촉진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AN측은 한국측에게 동아시아 역내통합에 대비하여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내 대학에 ASEAN 연구과정 설치를
제안했으며, 한국정부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약속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 검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
현재 한국내 각 대학의 ASEAN 연구과정은 극히 제한적이며, 불균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를 보다 포괄적, 균형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내 동남아 연구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수는 극소수이며, 이들도 주로
어문학 계열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동남아 국제관계,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 체제가 미흡한 형편임.
따라서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대학에
ASEAN 연구과정을 신설하고, 어문학 계열에 편중된 교과과정을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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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역사학 등 사회과학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야 하며, 동남아 각국
의 유능한 교수인력을 초빙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한국동남아학회 등 관련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적, 물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바. 외교부의 대응체제 강화
향후 ASEAN+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EAS를 출범시키
고 중장기 협력사업을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여 외교부의 대응체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아태국 동남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ASEAN 및 ASEAN+3 관련 업무
와 중국과 및 일본과에 산재해 있는 한중일 3국 협력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과”의 신설이 필요함.
- 또는 아태국내 동아시아 지역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심의관을 중심으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함.
이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한 국내 학계의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EAF, NEAT, 동아시아 지역연구,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 등 ASEAN+3와 관련한 각종 사업에 참여,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외교부는 이와 관련 각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연구회”를 측면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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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결과분석 :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목

차

1. ASEAN+3 정상회의 및 EAS 개최
2. 각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분석 및 평가
4. 향후 EAS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1. ASEAN+3 정상회의 및 EAS 개최
2005년 12월 12∼14일 3일간 동남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 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제9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도 개최했음. 특히 이번에 최초로 개최된 EAS 정상
회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빈객(guest)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의 장이 되었음.
1997년부터 계속된 ASEAN+3 정상회의는 ASEAN 정상 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초청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 따라서 예년과 같이 첫째 날
동남아 국가들 간 먼저 ASEAN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ASEAN+3 정상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었음. 그 다음 날도 예년과 같이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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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ASEAN+1 정상 회의를 가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ASEAN+3 국가들
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함께 제1차 EAS를 개최했음.
그러나 금년에는 1999년부터 계속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았는바, 이는 최근 역사 및 영토문제로 악화된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임.

2. 각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제9차 ASEAN+3 정상회의
이번 회의에서 ASEAN+3 정상들은 ASEAN+3 협력강화 방안, ASEAN+3
협력의 장래, 신규제안 사업, 지역 및 국제정세를 논의하였음.
- 역내협력과 관련하여 조류 독감(AI) 공동대응, 쓰나미 등 자연 재해 대비,
에너지 협력, IT 협력문제 그리고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및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ABMI) 등이 논의되었음.
- ASEAN+3 협력의 미래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다수 국가들이 ASEAN+3 협력
체제가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
- 또한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전자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과 동아시아
주간(East Asia Week) 지정문제도 논의됨.
- 지역 및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테러, 마약, 해적,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과 말라카 해협의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모색 문제가
논의되었고,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의 결과도 평가되었음.
이어 ASEAN+3 정상들은 『쿠알라 룸푸르 ASEAN+3 정상회의 선언(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과 “제9차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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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선언과 의장성명은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 협력과 동아
시아 공동체 형성(East Asia community building)의 주된 추진체(the main
vehicle)임을 재확인하고, ASEAN+3 협력체제는 ASEAN이 주도(driving
force)하되, 한 중일 3국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의 소속감(sense of
shared ownership)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천명함.
- 또한 동 선언과 성명은 2007년 ASEAN+3 정상회의 10주년을 맞아 1999년
『제1차 동아시아 협력 공동선언』에 이어 『제2차 동아시아 협력과 실행계획
에 관한 공동선언(a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and
Work Plan)』을 채택키로 합의함으로써,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방향을 설정키로 함.
한편 의장성명은 2002년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이 제시한 26개 협력사업
중 단기사업은 2007년까지 모두 추진 완료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EAFTA)과 동아시아 금융협력기구 설립 등과 같은 중장기 협력사업도 이행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함.
또한 EAS와 관련하여 의장성명은 EAS도 ASEAN+3 정상회의와 함께 매년
개최키로 결정했음을 밝혔는바, 이는 ASEAN+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ASEAN+3 업무오찬시 정상들간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EAS 개최주기에 대해 정상회의 이전에 2년 또는 3년 1회 개최 가능성 등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정상들의 결정사항으로 위임
된 상태였음.
- 그런데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이 업무오찬시 2006년 필리핀 개최예정
ASEAN+3 정상회의와 함께 제2차 EAS 동시개최를 제안하자, 정상들이
이를 수용함으로 사실상 EAS의 연례개최가 확정됨.

나.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1차 EAS는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의 개회사에 이어 의장국의 특별 초청으로
참석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EAS 16개 참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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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들간 retreat 형태로 비공개 개최되었으며, 『쿠알라 룸푸르 EAS 선언(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East Asia Summit)』을 채택하고 폐막됨.
이 회의에서는 EAS의 발전방향, EAS 운영방안, 기타 공동 관심사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EAS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다수 국가들은 ASEAN의 주도적 역할에 공감
했으며, EAS는 참여국간 공통의 현안과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는 top-down
방식의 포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개방성 및 표용성이 강조되었고, 향후
회원국 확대문제와 관련 하여 러시아 등 역외국가들의 EAS 참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 표명되었음.
- EAS 운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EAS를 ASEAN+3 정상회의와 back-to-back
형식으로 매년 개최키로 하고, 제2차 EAS는 2006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
키로 함.
- 또한 각국의 고위관료들로 하여금 EAS의 장기발전 방향과 목표 구현을
위해 구체적 이행방안(road map)을 마련키로 함.
- 이와 함께 조류독감, 에너지 분야 협력, 자연재해 대비방안, 테러, 해적,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및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등 금융협력, 역내 빈부격차 해소 등의 협력사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통제, 및 대처에 관한 정상선언』이 채택됨.
이 회의에서 채택된 EAS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AS는 참여국들간 폭 넓은 정치, 경제, 전략적 이슈 등 공동의 관심사
(common interest and concern)를 다루는 토론의 장 (forum)이 될 것임.
- EAS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및 외향성을 지향하는 포럼이 될 것이며,
ASEAN이 주도적 역할(driving force)을 담당해 나가야 함.
- EAS의 참여국 확대는 ASEA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 것임.
- EAS는 ASEAN+3 정상회의와 더불어 매년 열리며, 당해연도 ASEAN 의장국
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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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평가
가. EAS의 성격 변질
원래 EAS는 한국이 주도했던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연구
그룹(EASG)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대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기존의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한중일 동북아 3국도 ASEAN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상회의체제
로의 전환을 의미했던 것임. 따라서 애초의 EAS 구상은 현재와 같은 회원국
확대를 상정했던 것이 아님.
그러나 2004년 초반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급작스럽게 EAS 조기 실현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초래되었음. 말레이시아와 중국
주도로 추진된 EAS 개최문제는 2004년 12월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2005년 제9차 ASEAN+3 정 상회의와 연계하여 제1차 회의를 열기로 극적으
로 합의되기는 했지만,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EAS에 유보감을 가진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일부 국가들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외교적 카드
로서 회원국 확대문제가 제기된 것임.
특히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EAS를 ASEAN+3내 13개국간 역내 안보통합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바, 바로 이 점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게
되었음. 따라서 미국이 일본, 싱가폴 등과 함께 전통적 동맹국인 호주 및 뉴질
랜드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되는 인도를 EAS에 참여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게 된 것임.
- 2005년 4월 ASEAN은 필리핀 세부에서 EAS 신규 회원국 확대 기준(ASEAN
의 대화상대국, ASEAN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TAC 가입국)을 마련하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바 있음.
따라서 이번에 개최된 제1차 EAS는 애초 구상과는 달리 ASEAN+3 국가들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국가들간 대화의 장으로서 그 성격이 크게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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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즉 이번 정상회의는 원래 의미의 EAS가 아니라, ASEAN+3 정상회의
직후 개최되는 “확대 ASEAN+3 정상회의(Post-ASEAN+3 Summit)” 또는
“범아시아 정상회의(Pan-Asian Summit)”의 성격을 띠게 된 것임.
한편 애초 EAS를 조기 실현코자 했던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EAS 가입이 결정되자, 기존의 EAS 회원국 확대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하여 회원국 완전 개방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응수에 나섰음.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EAS가 3개 역외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EAS는 더
이상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향후 EAS에 관심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라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음. 즉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회원국 확대로 원래의 구상이 희석된 EAS를 더욱 무의미한
회의체로 방기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는 미국도 ASEAN이 요구하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서명하면 EAS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함.
-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EAS 가입을 공식 신청한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EU의 EAS의 참여도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뿐만 아니라 EAS 회원국 확대를 주장했던 일본, 싱가폴도 이번 회의를 통하여
향후 회원국 확대 필요성을 언급함.
- 일본은 향후 참여국 확대를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더 많은 국가들의 기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 싱가폴도 EAS는 아태지역만이 아니라 미주와 유럽까지 전략적으로 연계
하여 그 정체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한국도 북한이 EAS에 참여할 경우 역내 안보불안 요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반면 소수 국가들만이 회원국 확대에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
- 인도네시아는 EAS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역내 공통 의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신규 참가국인 호주도 EAS가 확대를 위한 확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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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미 EAS의 회원국 확대는 분명한 대세로 보이며,
향후 보다 많은 역외국가들이 EAS에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임. 결국
EAS는 원래의 의미와는 달리 “동아시아판 세계정상회의(Global Forum in
East Asia)”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마저 있을 것임.

나.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이번 ASEAN+3 정상회의와 EAS 개최에 앞서 역내외국가들간 최대 외교쟁점
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였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국들간 크게
상반되는 두 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정상회의 직전 가까스로
양측간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이 문제는 참여국들간 수면하에서
쟁점으로 계속 남게 될 것으로 보임.
먼저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은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EAS는 ASEAN+3 국가
들과 역외국가들간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반면 일본과
싱가폴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신규 EAS 참여국들은 EAS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 왔음.
- 중국은 ASEAN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도세력이 되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은 향후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ASEAN+3 협력 틀보다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EAS를 선호하고 있음.
이는 일본이 ASEAN+3 틀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 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일본은 EAS를 정치적 차원에서
ASEAN+3 협력체제보다 상위에 둠으로써 사실상 ASEAN+3 협력체제를
무력화하려는 내부적 구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도, 호주, 뉴질랜드도 자신들이 배제된 ASEAN+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기제로 굳어지게 될 경우, EAS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과 함께 EAS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주장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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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정상회의 결과,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방향성과 EAS의 포괄적 대화체로서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양측간의 논쟁은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임.
- 양 정상회의 선언은 ASEAN+3 협력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 축
이며, EAS는 동아시아 역내외국가들간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함.
다만 한 가지 문제의 여지는 양측간 외교적 타협 내지는 봉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바, EAS 선언문에서 향후 EAS는 “이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고 명기한 점임. 물론 이 표현은 해석 여하에 따라 각기
상이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EAS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하다고 할 것임.

다. ASEAN의 주도권 유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양 정상회의를 주도했던 ASEAN이었음.
기존의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물론 EAS에서도 ASEAN의 주도적 역할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ASEAN+3 정상회의와 EAS는 ASEAN
주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EAS 추진을 둘러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 의견대립 등에서 보듯이
ASEAN은 종종 내부의 갈등적 측면을 노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안별
국가간 입장차이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 득실 또는 역내 리더쉽 경쟁 등
을 반영하는 것으로 ASEAN 내부의 일상적 행태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ASEAN 국가들은 ASEAN+3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EAS도 반드시 ASEAN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서는 어떠한 내부적 이견도 없다는 것임.
이처럼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이 ASEAN+3와 EAS를 동시에 주도
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북아국가들간 긴밀한 협의체제가 작동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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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특히 동아시아 양대 강국인 중국-일본간 첨예한 대립으로 어느
일방도 독자적으로 역내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임.
- 중국과 일본은 지난 4년간 양자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금년에는 중일, 한일 간 최근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 기인한
갈등국면 때문에 1999년부터 연례화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조차도 개최
되지 못했음.
ASEAN의 주도적 역할은 현재와 같은 중국과 일본간 지역패권 경쟁 양상이라
든지 동북아 3국간 협력 부재와 같은 외부적 조건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임. 그러나 1994년 ASEAN 주도로 출범한 ARF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ASEAN 자체의 리더쉽 한계를 시사하는 것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
ASEAN+3나 EAS도 현재와 같이 ASEAN 주도에 의해서 진행될 경우 의미
있고 내실있는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라.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쉽 부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동아시아 협력의 획기적 진전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임.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의 어떠한 지도자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 역 전체를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함으로써, 역내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쉽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음.
ASEAN+3 협력체제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출범시키고 초기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역내지도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수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호주 등 역외
국가들의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결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으며, 역내 금융위기 와중에서 ASEAN+3 협력체제를
태동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담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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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ASEAN+3 초기 발전단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역협력의 중장기적 비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ASEAN+3 협력체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바 있음.
그러나 이 두 지도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아직까지 이들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리드해 나갈 역량을 갖춘 지도자들이 부상하지 않고 있음.
특히 역내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전면에 나서서 동아시아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내 중소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이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향후 EAS 전망
가. EAS 회원국 확대문제
현재 EAS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로서 러시아와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과 몽골 등이 있으며, 유럽의 EU도 최소한 옵서버의 자격을 원하고 있음.
또한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도 향후 참여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대상 국가들임.
- 이미 가입을 공식 신청한 러시아는 2006년부터 EAS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음.
만약 이들이 ASEAN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EAS 가입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임. 이미 말레이시아, 중국 등 회원국 확대를 반대했던 국가들이
모두 완전개방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일본, 싱가폴, 한국 등도 회원국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임.
향후 회원국 확대문제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EAS 참여 여부일 것임.
미국은 EAS 개최가 결정된 직후 EAS에 참여할 의사를 숨기지 않았으며, 향후
사태 발전 추이에 따라 참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그러나 미국은 당분간
EAS에 대해 관망 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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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제1차 EAS 결과를 볼 때, EAS가 향후 의미 있는 지역협력체로 발전
할 가능성보다는 결론 없는 토론의 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임.
-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되
며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가 EAS에 들어간 이상, 미국이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굳이 EAS에 직접 참여할 필요성이 감소됨.
- 미국은 ASEAN이 요구하는 TAC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 왔는 바, 이는 중장기
적으로 미국에 대한 ASEAN의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WFZ) 서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 대통령이 한달 이내에 APEC과 EAS를 동시에 참여하기가 일정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EAS가 중요한 역내안보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EAS 불참시 무형의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전격
참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나. EAS 운영방안 문제
현재까지 합의된 EAS 운영방안은 EAS를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되, 참여국들간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겠다는 정도임. 이번 정상회의는
향후 각국의 고위관료들로 하여금 EAS의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당분간 모든 참여국들이 만족할만한 EAS 발전방향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지역협력의 중점을 ASEAN+3에 두고
있기 때문에, EAS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적 태도를 취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반면 일본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정치, 전략적으로 EAS를 ASEAN+3
보다 상위에 두려 하고 있어서, 참여국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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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의 국가들이 EAS와 ASEAN+3와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양 정상회의를 차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S만이 다룰 수
있는 차별화된 의제를 도출해 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함.
- 실제로 이번 양 정상회의에서 협력의제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피할 수 없었
는바, 양 정상회의 모두 조류 독감, 에너지 협력, 자연재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역내 금융협력 등 대부분 동일한 의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음.
- 향후 ASEAN+3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기본 방향성이
보다 공고화될 경우, EAS를 ASEAN+3와 차별화하기 위한 협력의제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더욱이 향후 러시아, EU, 미국을 비롯한 신규 참여국이 보다 늘어날 경우,
EAS 발전방안 문제와 관련한 참여국들의 의견절충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밖
에 없을 것임.

다. 내부적 균열 가능성
현재와 같은 참여국 구성을 감안할 때 EAS는 내부적으로 크게 두 개의 진영으
로 균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이미 참여국들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문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바 있으며, 향후
에도 EAS와 ASEAN+3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입장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임.
-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 싱가폴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EAS 중심으로 확대된 범아시아 공동체(pan-Asian community)를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신규 참여국들은 내심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일본과 싱가폴을 제외한 대다수 ASEAN+3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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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상당 부분 “중국의 부상”과 향후 중국의 역할문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다수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자신들
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국의 일정한 역내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반면 중국과 역내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함께 부정
적으로 바라보는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국가들은 중국 위협론에 입각한
대중국 견제구도를 형성코자 하고 있음.
물론 아직은 참여국들이 명확하게 두 개의 진영으로 갈려 노골적인 대립상황
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사태추이에 따라 EAS 참여국들간 균열이
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참여국들간 내부적 균열 가능성은 향후 EAS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교착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역내역할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봉쇄해
나갈 것인지를 가름하는 미중관계의 장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라. EAS의 표류 가능성
추가적인 회원국 확대,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 부재, 내부적 균열 가능성 등은
EAS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임. 향후 1∼
2년 내 EAS가 구체적인 발전방 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EAS는 아태
지역 내 또 하나의 공허한 토론의 장(talk-shop)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함.
무엇보다도 회원국이 확대될 경우 EAS는 APEC, ARF와 같은 기존의 아태지역
다자협력체와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임. 현재 EAS와 APEC과의
차이는 EAS에는 미국이 빠져 있고 APEC에는 인도가 빠졌다는 점인바, 향후
미국이 EAS에 참여할 경우 EAS와 APEC과의 구분이 더욱 모호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모든 역외 주요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ARF 정상회의의 성격을 띠게 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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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EAS의 회원국 확대는 역설적으로 ASEAN+3 협력의 내적 심화를 촉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결국 EAS에 소극적인 다수 동아시아국가들은 EAS를 ASEAN+3 협력체제가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다는 점을 역외국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EAS에 적극적인 역외국가들은 EAS를 통하여 ASEAN+3
협력 체제를 감시, 견제하려는 기제로 활용하려 할 것임.

5. 한국의 고려사항
가. ASEAN+3 중심의 역내협력 강화
향후 한국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임. 한국은 ASEAN+3 협력체제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중장기 비전(EAVG)과 구체적 행동계획(EASG)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ASEAN+3 틀 안에서 26개 장단기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기본적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천명됨으로써, ASEAN+3는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확고한 지역협력 구도 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인도, 호주, 러시아, 미국, EU 등
다수의 역외 강대국들이 동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EAS 보다는,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가 한국의 외교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 역내 유일의 ‘역동적 중견세력(a dynamic middle power in East Asia)’으로서
한국은 동아시아 양대 강국인 중국-일본간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중국, 일본과 같은 역내 강대세력에 대해 원초적인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ASEAN 중소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전략적 제휴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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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럽의 대통합이 소수 선발국들간 내적 통합의 심화 (deepening)가
선행된 이후 외연 확대(widening)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감안할
때, 향후 아시아의 지역통합 과정도 ASEAN+3 중심의 역내 협력 심화가
EAS와 같은 참여국 확대보다 선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은 EASG 26개 사업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은 물론, 특히
한국이 제안했지만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아시아 포럼(EAF)을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ASEAN+3 사무국 유치 등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력을 극화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나. EAS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향후 한국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심화를 모색해 나가되,
동시에 EAS의 발전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
임.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내 EAS 발전 방안과 관련한 통합 TF 구성(외부 전문가
및 학자 포함)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EAS의 장래와 관련
하여 외부로부터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기보다는, 또 다른 선택의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임.
- 그러나 초기 단계의 EAS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적 자세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는바, 이는 무엇보다도 향후 EAS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지 아직도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임.
이와 함께 한국은 EAS에 참여하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중국에 이어 아시아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와 동
아시아권 진입을 노리는 호주, 뉴질랜드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 나가야 함.
-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은 인도 및 호주, 뉴질랜드와의 양자 FTA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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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이 EAS의 장래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중재자 또는 중간자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될
것임. 향후 EAS는 내부적으로 상반되는 두 개의 입장이 첨예하게 경쟁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바, 한국이 확실한 비전과 전략도 없이 양측간 기계적인
중재에 나설 경우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위험성이 우려되기 때문임.

다. 한중일 3국의 ASEAN+3 정상회의 개최 추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한국의 주요 중장기 외교과제 중 하나는 한중일
3국의 ASEAN+3 정상회의 개최문제임. 한국이 주도했던 EAVG와 EASG
보고서에서 EAS를 가장 중요한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던 이유는 한중일 3국도
ASEAN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재 EAS는 성격이 변질되어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상회의가
되어 버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향후 한중일 3국도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만약 한중일 3국에서도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EAS가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임.
- 그리고 한중일 3국이 ASEAN+3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면,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EAS도 자동적으로 한중일 3국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도 내부적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의견이나,
중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국은 ASEAN의 환심을 사는 차원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원론적 차원에서 몇 차례 언급한바 있음.
- 즉 한중일 3국의 ASEAN+3 정상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국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임.
- 또한 3국간 공조체제의 부재는 동아시아 협력의 주도권이 ASEAN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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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한중일 3국간 공조 체제를 수립
하는 것인바, 현재의 중일,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공조체제 구축에 중심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동북아의 화해자’ 로서 한국밖에 없음.
- 한국은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복원해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간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ASEAN+3 개최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임.

라. APEC의 안보기능 강화 모색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APEC의 안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이미 APEC 출범 초기 과정에서 APEC을 안보기구화
하거나 또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주도의 새로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설을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 한바 있으며, 특히 9. 11. 사태이후 APEC에 안보
기능을 추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임.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도는 유럽의 경험에서 볼 때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냉전기 미국은 소련 중심의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에 대응
하여 유럽 통합을 강력히 후원한바 있으며, 냉전종식 이후 확대, 강화된 EU와
다소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EU
관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음.
-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EU 국가들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NATO를
통하여 유럽의 핵심적 안보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임.
- 즉 미국이 EU의 역내 경제, 사회적 통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유는
NATO를 통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해 계속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137
ASEAN 연구기행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배제된 ASEAN+3나 EAS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가 역내 주요 안보문제를 다룰 경우, 미국의 반발과 견제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ASEAN+3 협력체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지역의
역내안보통합 문제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한 APEC이나 혹은 또 다른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협력체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사회주의 일당지배체제, 군부독재체제, 준민주 권위주의체제, 전통적 왕정제,
민주주의체제 등이 뒤섞여 있는 ASEAN+3 협력체제 내에서 역내 정치,
안보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ASEAN+3 협력의
중심과제는 역내 경제 통합 문제임.
- 미국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ASEAN이 주도하는
ARF와 EAS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군사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아닌 상황에서 APEC의 안보기능
확대강화를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문제와 다자안보협력 문제를 분리
하여 동시병행 추진할 수 있는 지역협력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북한 핵문제와 같은 급박한 안보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마.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인프라 확충
외교부는 최근 수년간 ASEAN, ASEAN+3 정상회의, EAS,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폭증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아태국내 몇 개 과에 분산
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관장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과』를 신설하여 향후 예상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관련 업무 증대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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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전망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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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S 출범과 회원국 확대문제
가. EAS의 추진배경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문제제기와
개념 그리고 기본 추진방향은 한국이 주도했던 동아시아 비전구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과 동아시아 연구구룹(East Asia Study Group: EASG)
보고서를 통하여 이루어졌음.
- 2001년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AVG 보고서는 ASEAN+3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EAc)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존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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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2002년 제6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ASG 보고서는
ASEAN+3 정상회의 체제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한바 있음.
애초 EAS가 중장기 과제로 인식되게 된 배경은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이 원론적 차원에서는 EAS 개최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지만,
동북아 3국과 ASEAN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EAS 추진에 강한
유보감을 보였기 때문임. 동남아 국가들은 자신들보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
로 월등한 동북아 3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EAS에 참여할 경우, EAS가 동북아
국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과 ASEAN의 전략적 중요성이 희석될 가능
성을 우려하여 이를 시간을 두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하였던 것임.
또한 EAS가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참여국 확대문제가 일체 거론 되거나 고려
되지 않았음. 당시 ASEAN+3 국가들은 기존의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역내 협력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경우, 기존
ASEAN+3 13개국 중심으로 EAS를 출범시킨다는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즉 애초의 EAS 구상에는 참여국 확대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임.

나. EAS 조기 출범과 회원국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3 13개국은 2004년 11월 비엔티엔 개최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2005년 12월 쿠알라 룸프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EAS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음.
이는 2004년 초두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 조기 개최를 외교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였음.
- 1990년대 초반 EAEC를 주창했고 1997년 쿠알라 룸프르에서 ASEAN+3
정상회의를 출범시킨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자국의 제1차 EAS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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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말레이시아의 EAEC 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ASEAN+3 중심의
역내협력을 강조해온 중국은 EAS 조기 출범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차원에서 EAS 추진에 적극적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ASEAN+3 국가들이 EAS 조기개최를 추진, 합의하는 과정에서 완전
히 걸러지지 않은 내부적 이견과 역내국가들간 상이한 전략적 이해득실 관계
는 회원국 확대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애초 중국-말레이시아 주도의 EAS 조기개최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EU 등
역외국가들의 EAS 참여를 주장함으로써, EAS 개최 합의이후 회원국 확대
문제는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들 모두에게 민감한
외교쟁점 사안으로 부각되었음.
- 이처럼 일부 역내국가들이 EAS의 회원국 확대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일차적
으로 “중국의 부상”과 관련한 것으로서, 중국이 EAS 추진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주도할 가능성을 우려·경계했기 때문임.
- 즉 이들은 EAS 회원국 확대를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 나가려 했던 것임.
결국 이 논란은 2005년 4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외무장관
회동을 통하여 일단락되었음. 당시 ASEAN이 합의한 EAS의 신규 참여국
기준은 첫째, ASEAN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서 둘째, ASEAN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셋째, 「동남아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에 가입한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기준에 따라 ASEAN은 2005년 7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연례
ASEAN 외무장관회의(AMM)시 이미 조건을 충족시킨 인도와 당시 TAC에
서명한 뉴질랜드 그리고 2005년 12월 TAC에 서명할 의향을 밝힌 호주를
신규 참여국으로 사실상 확정지었음.
- 반면 EAS 가입을 희망했던 러시아와 파키스탄은 ASEAN과 실질적 관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식 참여가 배제되었으나, 러시아는 제1차
EAS에 “빈객(guest)”의 자격으로 초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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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원국 확대에 대한 참여국가들의 반응
한편 애초 EAS를 조기 실현코자 했던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EAS 가입이 결정되자, 기존의 EAS 회원국 확대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하여 회원국 완전 개방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응수에 나섰음.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EAS가 3개 역외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인 이상 EAS는 사실상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향후 EAS에 관심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라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음.
즉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회원국 확대로 원래의 구상이 희석된 EAS를 더욱 더
무의미한 회의체로 방기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제1차 EAS 정상회의시 말레이시아는 미국도 ASEAN이 요구하는 TAC에
서명하면 EAS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으며, 중국도 EAS 가입을 공식
신청한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EU의 EAS의 참여도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뿐만 아니라 EAS 회원국 확대를 주장했던 일본, 싱가폴도 EAS 정상회의시
향후 회원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일본은 향후 참여국 확대를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더 많은 국가들의 기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으며, 싱가폴도 EAS는 아·태 지역만이 아니라 미주와
유럽까지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그 정체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한국도 북한이 EAS에 참여할 경우 역내 안보불안 요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반면 소수 국가들만이 회원국 확대에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 인도
네시아는 EAS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역내 공통의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신규 참가국인 호주도 EAS가 확대를 위한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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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회원국 확대전망
따라서 이미 EAS의 회원국 확대는 분명한 대세로 보이며, 향후 보다 많은
역외국가들이 EAS에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임.
- 현재 EAS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로서 러시아와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과 몽골 등이 있으며, 유럽의 EU도 최소한 옵서버의 자격을 원하고
있음. 또한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도 향후 참여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대상 국가들임.
- 이미 가입을 공식 신청한 러시아는 2006년부터 EAS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회원국 확대문제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미국의 EAS 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 여전히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EAS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임.
또한 미국은 EAS 개최가 결정된 직후 EAS에 참여할 의사를 숨기지 않은바 있으
며, 향후 EAS 발전 추이에 따라 참여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미국이 EAS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APEC과 EAS와의 관계가
더욱 모호해 질 것이며, 양 정상회의체제간 관계설정 문제가 아·태지역의
주요 외교 쟁점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미국의 EAS 참여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장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외교의 주요 도전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2. 미국의 대아·태지역 다자주의 정책
가. 미행정부의 정책변화
(1) 공화당 부시 전(前)행정부의 부정적 태도
냉전시기와 탈냉전 초기 미국은 아시아지역의 다자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음.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러시아, 호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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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몽골 등에 의해 제안되었던 다양한 아·태지역 다자안보 구상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구상들이 자신의 전통적 양자 안보동맹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단호히 거부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역내협력을 위한 어떠한 지역통합
구도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음.
특히 공화당의 부시 전행정부는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에 대해 강한 우려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바, 1991년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MC)를
역내 다자안보 대화체로 활용하자는 동맹국 일본의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
였음. 또한 부시 전행정부는 1990년대 초반 동아시아 역내국가들만이 참여하
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의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 구상에 대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함
으로써, EAEC 출범 자체를 무산시킨바 있음.

(2)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전환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바, 1993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윈스턴 로드 아·태담당 차관보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미국은
아시아 다자주의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
했음.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 다자안보대화체제를 자신의 신태평양 공동체
(a new Pacific community) 구상의 주요 근간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구체화 시켰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이전까지 각료급 회의체였던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을 정상회의체로 격상시켰으며, APEC 정상회의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등 기존의 경제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안보적 의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또한 전통적
으로 안보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를 꺼려했던 ASEAN이 1993년 ASEAN
PMC를 통해 역내 다자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4년 ARF(ASEAN Regional Forum)를 공식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와 참여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음.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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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정상회의 출범을 사실상 방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음.

(3) 부시 현(現)행정부의 다자주의 정책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의 기조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현 공화당 부시행정부에 의해서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 직후였던 2002년 10월 상하이(上海)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등을 통하여
“APEC의 안보기구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모색해 오고 있으며,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바 있음. 또한 포월 미국 전국무장관도 재임
기간 중 한번도 ARF 회의에 불참한 적이 없음.
아시아 다자주의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2002년 9월 백악관
보고서 “미국의 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the USA)”에 의해서도
공개적으로 표출된바 있음. 부시행정부는 초기의 내부적 비판과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ARF와 APEC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위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같이 특정 목표를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나. 미국의 주요 고려사항
(1) 보완적 다자주의 추구
비록 미국이 아시아 다자주의를 용인하고 지지한다고는 하나, 여기에는 분명한
단서가 전제되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즉 미국은 다자주의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아시아 양자 동맹체제(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다자주의는 미국의 양자 동맹체제에 보완
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러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보완적 다자주의”(complementary multilateralism)를
145
ASEAN 연구기행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데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다시 말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체제와 같은 미국의
기득권 또는 사활적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다자주의적 시도도 반대하거나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미국이 초기 단계의 ASEAN+3나 상하이 협력기구(SCO)와 같이 미국이 참여
하지 않는 아시아 다자체제에 신중한 지지 입장을 견지했던 이유는 이들이
미국의 기득권에 직접적 도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 그러나
이는 향후 이러한 아시아 다자체제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동시에 시시하고 있음.

(2) 다자주의의 한계 인식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ARF와 APEC 등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안보대화를
위한 다자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태지역 다자체제가 분명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ASEAN이 주도하는 ARF는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초기
신뢰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역내 주요 안보사안을 직접 다루거나 구체
적 안보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적 안보대화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APEC 역시도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 「보고르
선언」에 합의했지만, 이 선언이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참여국들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어서 지역경제협력기구
로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미국은 아시아 다자안보대화체제에 대만이 철저히 제외된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 이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 바, 미국은 아시아
안보의 최대 도전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 관계(cross-Strait relation)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기존의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체제는
실질적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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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태 중심의 다자주의 선호
미국은 당연히 자신이 배제된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중심의 지역협력보다는
미국이 포함되는 아·태 중심의 다자주의를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출범 시부터 줄곧 참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APEC을 자체의 많은 문제점과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다자
주의의 중심축으로 삼아 왔음.
미국은 APEC에 대해 출범 초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APEC을 정상회의체로 격상시키면서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APEC 중심의 아·태 공동체 형성을 모색해 왔음.
-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 중반 APEC을 단순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안보공동체로 전환해 나가는 구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바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장기구상은 9·11 사태이후 AEPC의 안보
기구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자신이 배제된 ASEAN+3나 SCO와 같은 아시아의 지역협력체
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 없는 현실적 당위론을 바탕으로 이들을
강제로 무산시키거나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는 자제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자신이 배제된 아시아의 지역협력 체에 필요하다면 옵서버로서 참관할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음.

(4) 대중국 견제론 강화
미국의 아시아 다자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부시행정부 집권 2기 이후
두드러진 현상은 중국에 대한 견제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부시행정부는
최근 아시아 다자협력체가 중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을 보다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는바, 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역내 다자협력체가 궁극적으로 이 지역
에서 미국의 영향력(또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세력인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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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ASEAN+3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축으로 간주
하고 있으며, ASEAN+3 협력체제 내에서 자신의 역할 증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음.
- 특히 중국은 SCO 창설과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
의 관계증진을 도모하고 미국의 NATO 동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199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어떠한 다자주의 구도도
자신을 견제·봉쇄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대중국 포위망으로 간주하여, 다자
주의에 소극적·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과거의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
오히려 중국은 증대된 국력을 바탕으로 다자주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역내 영향력을 제고 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자주의를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노골적·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음.
- 또한 미국도 아직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3. 미국의 EAS 참여문제
가. 미국의 초기 대응
EAS 개최 결정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초기의 반응은 한마디로 “분노”로 요약
될 수 있음. 미국은 EAS에 자신이 배제된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EAS에
대한 참여 희망을 숨기지 않았음. 미국의 당국자들은 물론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은 내심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EAS에 초청받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임.
EAS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반응은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세력 으로 간주해온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미국은 중국-말레이시아
중심구도로 이루어진 EAS 개최 문제에 관해 계속 주시해 왔는바, 이는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정에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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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미국은 중국 주도의 EAS가 ASEAN+3 국가들간 동아시아 지역통합
을 폐쇄적 형태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우려해 왔음.
-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EAS를 주도하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의도적으로
배제·축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됨.
또한 중국도 EAS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한 원인을 일부 제공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실제로 중국은 2004년 초 EAS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역내자유 무역지대
결성, 역내금융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투자협력 방안, 역내안보협력을 위한
전략대화체 추진 등 EAS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중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해 왔음.
- 더욱이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EAS를 ASEAN+3 국가들간 정치안보 및
전략적 협의체로 유도, 발전시켜 나갈 내부적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제2차 EAS를 유치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EAS 개최문제와 참여국 확대문제가 ASEAN+3 국가들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다수 역외국가들간 수면하에서 치열한 외교전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EAS 개최를 급박하게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도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임.
- 결국 중국의 EAS 조기개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 위협론”을
내심 경계해온 미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일부 역내국가들의 견제
심리를 증폭시켰음.
- 따라서 이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남아의 대국 인도와 미국과 동맹
관계인 호주, 뉴질랜드를 EAS의 신규 참여국으로 끌어들여 중국의 주도권
을 좌절시키려는 구도를 마련하게 된 것임.
미국은 EAS 개최결정 직후 EAS 참여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이후 자신이
EAS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의향을 사실상 철회하였음.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
이 EAS에 참여하려면 ASEAN이 제시하는 TAC에 서명해야 하는바, 미국은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그 대신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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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신의 동맹국들이 EAS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는 EAS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힌바 있음.
결과적으로 볼 때 중국은 무리하게 EAS를 조기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수 역내외국가들의 불필요한 견제를 자초했으며, 참여국 확대라는
원치 않는 결과만을 초래했음.
- 중국은 애초 ASEAN+3 13개국을 중심으로 EAS를 출범시키고 궁극적으로
EAS를 역내국가들간 전략적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내부적 구상을
갖고 있었으나, 이를 반대하고 견제하려는 다국의 간섭을 받아 사실상 원래
의 구상이 무산되었음.
- 따라서 중국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EAS 참여가 결정되자 북경에서 제2차
EAS를 개최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 러시아, EU의 EAS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
으로 급선회하였음.

나. EAS 결과에 대한 평가
2005년 12월 쿠알라 룸프르에서 개최된 제1차 EAS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은 초기와는 달리 대체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있음. 이들은 미국이
설사 제1차 EAS에 초대받았더라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음.
미국이 이처럼 EAS에 대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
으로 제1차 회의 결과 EAS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임.
- 제9차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게 개최된 제1차 EAS의 주요 결과는
첫째,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ASEAN이 “주도적 역할(driving force)”
을 담당하고, 둘째,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계속하여(continue to
be)”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된 기제(main vehicle)”가 될 것이며, EAS는
보완적 기제로서 “이 지역(구체적으로 동아시아라고 명시하지 않은)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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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는 것임.
- 이에 대해 미국은 EAS의 원래 취지, 개최 목적, 기존 ASEAN+3와의 관계
설정,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EAS 역할, EAS 참여국 확대, 참여국
자격요건 그리고 심지어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조차 아직도 확립되지
않은 혼돈스러운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
미국은 EAS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은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화되고 있는 동북아 양대 강국 중국과 일본간 지역패권경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ASEAN이 계속 주도적 역할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역내국가들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음.
- 즉 중국은 EAS 회원국 확대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ASEAN+3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축이라는 대전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회원국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EAS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자신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음.
- 또한 중·일간 치열한 패권경쟁 덕택으로 ASEAN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
체인 ASEAN의 리더쉽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미국은 EAS가 향후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EAS는 아·태지역 내 또 다른 “공허한 토론의 장”(talk-shop)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EAS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
하거나 미국의 기득권 유지에 도전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일단 낙관적 입장을 견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확대로 중국이 EAS를 일방적
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희박해 졌으며, 중국도 공개적으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함으로써 EAS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공세적 이니셔티브를 취할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향후 전도가 불투명한 EAS가 미국이 아·태지역 협력의 중추로 삼고 있는
APEC을 실제적으로 대체할 가능성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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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EAS 참여 전망
현재 미국내 일부 아시아 전문가들은 EAS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참여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문제에만
몰입되어 중국의 부상, 일본 영향력의 상대적 퇴조, 동북아 국가들간 민족
주의 갈등,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 EAS 출범 등 최근
수년간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미국은 아시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여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들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2005년 ARF에 불참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
하면서,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
으키거나 그릇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비판함. 또한 중국의 부상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견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자로서 미국만의 고유한 “지역 역할”(regional role)을 증대시키고 역내국가들
과의 관계를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 라고
주문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도 TAC에 가입함으로써 EAS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TAC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이 모두 가입한 이상, 미국이 더 이상 서명을 주저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
- 지금까지 미국이 TAC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TAC가 미국의 양자 동맹체제
유지와 동남아에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이었
는바, 현실적으로 더 이상 TAC가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미국이 TAC에 전격 서명하고 차기 EAS에 공식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 EAS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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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이 APEC과 불과 3~4주 간격으로 개최되는 EAS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치 않다는 점임.
-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볼 때 EAS가 의미 있는 지역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TAC에 서명하면서 까지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 또한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최근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인도가 EAS에서 중국의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선택은 EAS에 미국이 옵서버로
참여하여 EAS 진행을 참관하는 방안일 것임. 미국은 자신이 참여 할 수 없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아시아의 지역협의체에 필요시 언제든지 옵서버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의 참여를 시사했던 다수 EAS 회원국들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즉 미국은 2006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EAS에 전·현직 공화당
행정부 고위관료 또는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옵서버로 참석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미국이 EAS에 옵서버로 참관하는 그 자체가 향후 EAS가 폐쇄적 지역협력체
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라. 미국의 외교과제
EAS의 출범으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외교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비록 EAS에 다수 역외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거나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미 EAS는 애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
하였고 향후 발전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협의체 탄생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임. 이와 함께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간 지역협의체에 언제나 부정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훼방꾼”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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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간과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
향후 미국이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응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인바, 첫째, 자신이 참여하는 기존의 AEPC을 강화하여 역내자유무역을
촉진하고 APEC을 안보기구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거나, 둘째, 미국주도
의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협력구상을 제안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음.
- 현재 미국은 EAS에 대응하여 APEC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
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APEC에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까지 참여함으로써 때로는 지역적
초점이 흐려지고, 특히 아·태지역 안보문제를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또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을 제시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바,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특정세력(특히 중국과 같은)
을 봉쇄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자안보 구상을 제안할 수는
없기 때문임.
- 다만 한 가지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APEC의 틀 안에서 아·태지역 국방
장관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인바, 이 경우 중국의 참여 여부가 성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추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APEC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강화해 나가고 아시아 국가들
과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EAS나 ASEAN+3와 같은 아시아 지역주의가
폐쇄적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APEC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며,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과의 양자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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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고려사항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APEC의 안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입장에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이를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미국은 이미 APEC 출범 초기과정부터 APEC
을 안보기구화 하거나 또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주도의 새로운 다자안보협력
기구 창설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바 있으며, 특히 9·11 사태 이후 APEC의 안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도는 유럽의 경험에서 볼 때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냉전기 미국은 소련 중심의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에 대응
하여 서유럽 국가들의 통합을 강력히 후원한바 있으며, 냉전종식 이후 확대·
강화된 EU와 다소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
으로 미·EU관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음.
-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EU 국가들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NATO를
통하여 유럽의 핵심적 안보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임.
- 즉 미국이 EU의 역내 경제, 사회적 통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유는
NATO를 통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해 계속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배제된 ASEAN+3나 EAS와 같은 아시아 지역
협력체가 역내 주요 안보문제를 다룰 경우, 미국의 반발과 견제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문제는 ASEAN+3 협력체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지역의
안보통합 문제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한 APEC이나 혹은 또 다른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협력체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사회주의 일당지배체제, 군부독제체제, 준민주 권위주의체제, 전통적 왕정제,
민주주의체제 등이 뒤섞여 있는 ASEAN+3나 EAS에서 역내 정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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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로 ASEAN+3
협력의 중심과제는 역내 경제통합 문제임.
- 미국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ASEAN이 주도하는
ARF와 EAS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군사
안보 협력체를 당장 출범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아닌 상황을 고려하여 APEC
의 안보기능 확대강화를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문제와 다자안보협력 문제를 분리
하여 동시병행 추진할 수 있는 지역협력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북한 핵문제와 같은 급박한 안보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의 안보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내 다자안보협력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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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 :
중국-ASEAN 관계발전 동향을 중심으로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중국의 대ASEAN 접근 강화 동향
3. ASEAN의 대응
4. 평가 및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1세기 초반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중국의 부상”이라 할 수 있음.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 유지에 잠재적 도전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임.
과거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중국은 자신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
국제질서를 주변국들에게 강요했던 아시아의 전통적 패권세력이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굴욕의 한 세기를 경험한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과 더불어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급속히 국력을 신장시켜 왔음.
냉전종식과 함께 아시아 중심 무대에 재등장한 중국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전환점으로 역내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157
ASEAN 연구기행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ASEAN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와
영향력 확대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가시화하는 대표적 사례임.
- 중국·ASEAN 관계발전 모델은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여타 제3세계 지역과의 관계발전에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음.
- 실제로 중국의 대( 對 )ASEAN 접근강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국 위협
인식이 완화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이‘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도
자리 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과연 동남아에서 중국의 약진이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존의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쟁점이 아닐 수 없음.
- 이는 다수 ASEAN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차원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인도 등 역외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
하려는 중장기 전략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임.

2. 중국의 대ASEAN 접근 강화 동향
가. 1997년 이전 중국의 대ASEAN 정책
(1) 대ASEAN 접근 필요성
1980년대 말 중국은 냉전종식 등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천안문
(天安門) 사태’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과거 적대관계
를 유지했던 ASEAN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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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ASEAN 국가들의 시장, 자본, 기술, 경영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대만과 ASEAN간 관계를 차단해 나갈 필요
가 있었음.
- 또한 남중국해의 잠재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에
대한 해양 접근권을 확보해 나가며, 구소연방 해체이후 인도차이나 지역에
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해 나갈 새로운 기회를 엿보게 되었음.
- 이와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 등 중국의 국가적 통일성과 정치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국 등 서구의 압력에 대해 같은 입장에 처했던 ASEAN과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었음.
이는 냉전종식 이후 중국이 ASEAN에 대해 경제협력과 같은 일반적 이해관계
를 넘어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 전략적 경쟁관계
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결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과 실질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감
으로써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었음.

(2) 중국·ASEAN 관계정상화
냉전종식 이후 중국·ASEAN 관계의 극적인 변화는 양측 간 국교 정상화와
ASEAN이 주도하는 지역협력구도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참여로 나타났음.
1990년대 초반 중국은 未수교국이었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
나이, 베트남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과 연이어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였음.
중국은 ASEAN이 추진했던 ‘EAEC 구상’에 대해 일관된 지지입장을 표명
하였으며, 1994년 ASEAN 주도로 출범한 아태지역 다자안보 대화체인 아세안
지역포럼(ARF)에 참여하기 시작했음.
- 특히 중국의 ARF 참여는 중국-ASEAN간 신뢰구축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뿌리 깊은 對 중국 위협인식을 불식시키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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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중국은 1990년대 초반 ASEAN 지도자들이 역설했던 “아시아적
가치”논쟁에 대해 적극적 지지로 화답하였음.
그러나 1997년 이전까지 중국의 對동남아 접근은 주로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집중되었음. 중국은 ASEAN 국가들과 공식수교하기 이전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한 정치, 외교, 이념, 경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음.
- 중국은 비록 1979년 베트남과 전쟁까지 치르기는 했으나, 베트남이 1986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해
왔음.
- 자신과 같이 사회주의 일당지배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체제를 위협하는 정치,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베트남 공산당
내 보수지도부를 후원해 왔음.
- 또한 중국은 1988년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군정을 연장
했던 미얀마의 집권 군부세력을 미국, EU 등 서방측의 거센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UN 등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적극 옹호해 왔으며, 이들에게
군사, 경제적 지원을 계속 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 중국의 상품과 화폐는 미얀마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안다만 해역에 대한 접근권
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음.

나.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전환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 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을 강타
했던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중국이 ASEAN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음.
- 이는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고,
당시 역내 경제위기로부터 한발 벗어나 있었던 중국은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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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다자주의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인식변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임.

(1)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변화
애초 중국은 다자주의를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외부적
기제로 간주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해 왔음. 중국은 또한 아시아에서의 다자
주의는 미국을 위시한 역외 세력들이 중국을 견제, 포위, 봉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
-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APEC, ARF 등 아태지역의 다자협력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다자협력이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중국의 인식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되었는
데, 이는 중국 스스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여 입장을 새롭게 재조정한
결과임.
- 중국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다자주의는 하나
의 분명한 추세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자주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추세로 간주하기 시작했음.
-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주의 움직임에 불참하여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기제들을
자신의 국익증진과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음.
- 특히 ARF와 상하이협력조직(SCO)을 통해 얻은 경험은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크게 제고 시켰음.

(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ASEAN 중시 정책
한편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음. 냉전기 미·소 양극체제 하에서 동아시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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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차원의 정책을 추구할 여력이 없었던 중국은 그간 이 지역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왔다는 반성과 함께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면 재평가
하게 된 것임.
- 즉 지역강대국인 중국이 세계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는
중국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지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임.
- 뿐만 아니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필요시 주도적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중국의 인식변화는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부상’으로 표출되기 시작함.
중요한 점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동남아와 ASEAN이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임. 비록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 한국 등 동북아가 동남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임.
- 이는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발전 수준에서 앞서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과 한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은 동남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도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 추월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임.
- 즉 동남아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망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간주하는
중국은 ASEAN 국가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ASEAN
의 친중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봄.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둘 수 있다고 기대했으며, 장기경제 불황상태에 빠진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았음.
- 따라서 중국은 대ASEAN 접근 강화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
하는 첩경이며,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임.

162
ASEAN 연구기행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ASEAN 중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역내 국가
들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해소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대해 전략적
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려는 데 있음.
-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 초중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일방적 무력행사와
같은 자국 중심의 호전적 행위를 지양하고, 소위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역내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주변국들의 의구심 해소에 진력함.
- 항상 미국의 대중 견제구도 형성 가능성을 경계하는 중국은 ASEAN이 주도
하는 역내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미국의 대중견제 심리를
완화하는 동시에, ‘ASEAN+3’와 같이 미국이 배제된 지역협력 기제를 활용
하여 미국 주도의 양자동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함.

다. 1997년 이후 대ASEAN 외교공세
(1) 경제통상 분야
1997년 이후 중국의 대ASEAN 접근 강화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임. 이는 역내 국가들에
게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과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임.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45억 달러를
직접 지원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역내 최빈국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채탕감을 해주는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함으로써
동남아국가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배려를 과시함.
- 이와 같은 중국의 지원은 금융위기를 정경유착,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등
일차적으로 동남아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
하여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으로 일관했던 미국, EU 등 서구제국이나
장기적 경제 불황에 빠져 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했던 일본과는 대조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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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은 2000년 ASEAN에 전격적으로 FTA를 제안했으며, 2001년 ASEAN
과 향후 10년 내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합의했고, 2002년 중국· ASEAN FTA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005년부터 관세인하 및 철폐를 단행하기 시작했
으며, 2007년 1월 ASEAN과 서비스무역협정도 체결했음.
- 중국은 역내 후발국인 소위 CLMV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에 대한 5년간의 유예기간 연장 및 우대관세 혜택 부여, 일부 품목에 대한
조기수확(early harvest) 실행, 대폭적인 예외품목 인정 등 ASEAN을 경제적
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시켰음.
- 중국·ASEAN FTA 체결에 힘입어 양측 간 간 교역이 1996년 150억 달러에서
2002년 550억 달러, 2006년 160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동시에 ASEAN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이 ASEAN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가 체결될 경우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ASEAN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한 것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확실한 경제적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ASEAN을 친중화하기 위한 것임.
또한 중국·ASEAN 간 확대되고 있는 경제협력 관계는 대륙부 동남아 국가들
이 참여하고 있는 메콩강유역 개발사업(GMS)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로
나타났음. 중국은 운남( 雲 南 )지역과 인도차이나를 경제적으로 연계하는 관련
사업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중국의 곤명(昆明)과 태국의 방콕
을 연결하는 육로연결에 심혈을 쏟아왔고,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활발한
국경무역을 통해 이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음.

(2) 정치안보 분야
한편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은 1997년 ASEAN과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으며, 이후 역내 각국과 개별적 협력관계 수립에 매진해 왔음.
-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상급 및 고위급 방문 외교를 통하여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적으로 양자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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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는바, 이를 통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였음.
- 각국과의 공동선언에 따라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방위산업 협력, 태국과
군사외교, 인도네시아와 전략대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는 군사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협력의 범위를 통상적인 정치, 경제, 문화 분야를
넘어서는 포괄적 군사안보 협력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어 중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21세기 “전면적 협력
관계” 수립에 합의한바 있으며, 2003년에는 ASEAN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음.
- 이와 같은 양측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2006년 중국 난닝에서 중국·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정상회의 개최로 상징화되었음.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ASEAN과의 신뢰구축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음.
- 중국과 ASEAN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을 채택했음. 이 선언은 비록 법적효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양측 간 쟁점이 되어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
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또한 ASEAN은 역외 국가들에 대해 동남아국가들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
하고 ASEAN과 신뢰구축 증진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의 가입을 계속 요구해 왔는바, 중국은 역외국가로서는
최초로 2003년 이 조약에 가입하였고, 향후 「동남아 비핵지대화조약」
(TSEANWFZ)에 서명할 의향까지도 천명했음.

(3) 지역협력 분야
중국은 1997년 ASEAN 주도로 출범한 ASEAN+3 협력체제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ASEAN의 중심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ASEAN의
후원세력임을 자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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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항상 미국이 아시아에서 자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다국간
안보협력구도를 구체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바, 미국이 기존 동맹국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과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을 지역적으로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판 mini-NATO와 같은 집단방위협력체 형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ASEAN+3 협력체제가 이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 동맹체 형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협력
구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협력구도로 간주하고 있음.
나아가 중국은 2004년 말레이시아와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조기개최
와 제2차 EAS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한바 있는데, 이는
EAS를 ASEAN+3 국가들간 경제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협력 문제
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전략협의체로 운영해 나가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임.
- 그러나 ASEAN이 EAS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참여시키고 중국의 제2차
EAS 유치를 거부하자, EAS 추진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해 나간
다는 애초의 의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 그 대신 중국은 재빨리 ASEAN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계속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ASEAN을 설득하여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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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EAN의 대응
가. 동남아국가들의 대중국 위협인식
(1) 역사적 배경
동남아국가들이 대중국 위협인식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은 중국이 주변국들
에 대해 조공과 책봉체제를 강요했기 때문이며, 동남아 고대왕국들도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예외가 될 수 없었음. 하지만 중국·동남아 간 조공무역이
언제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동남아의 다수 고대
왕국들은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번성할 수 있었고, 형식적인 책봉체제
또한 다분히 상징성을 띤 것임.
전통시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대체로 제한적이었음. 실제로 중국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역은 1,000여년간 식민 지배를 했던
베트남 북부지역에 국한되었으며, 중국은 베트남 이외 여타 동남아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군사적 정복을 도모하지 않았음.
다만 예외적으로 원나라가 버마와 베트남을 침공하고 동남아 향료 교역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에 대한 대규모 군사원정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위협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2) 역내 화교문제
동남아 근대사를 통하여 동남아인들의 부정적 대중국관이 확산된 이유는 역내
화교문제 때문임. 중국인들의 동남아 유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중국인의 동남아 이주는 후일
동남아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
- 동남아 각국에 정착한 화교들은 대체로 현지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고 서구
식민세력과 결탁하여 토착민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중간계층을 형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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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토착민들의 강력한 反화교 정서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
동남아 화교들은 1945년 이후 각국의 민간경제를 장악하는 경제적 상층부로
전환되었으나, 많은 경우 정부의 정치적, 사회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음. 특히
냉전기 중국이 해외 화교들에 대해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취함에 따라
고향으로 귀환을 포기한 대다수 동남아 화교들의 현지동화가 진행되었으나,
1960년대 친공산계 화교들이 연루된 군부 쿠데타와 반화교 인종폭동이 일어
났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국은 자국내 화교들의 대중국
연계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해 극심한 탄압을 가했음.

(3) 냉전기 대중국 위협인식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와 동서냉전 시대의 도래는 동남아국가들의 전통적
대중국 위협인식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으며, 오늘날 동남아국가들이 대중국
위협인식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
- 중국은 동남아 각지의 친공산계 게릴라 운동과 반정부 소수민족 반란세력
들을 군사, 이념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러한 지원은 1980년대 말까지 계속
되었음.
- 특히 문화혁명기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혁명모델을 동남아 각국에 수출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북베트남 공산세력을 정치, 군사적
으로 후원함으로써 베트남의 공산화를 통하여 인도차이나 전역의 공산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였음.
따라서 동남아 비공산 국가들은 중국 및 북베트남 등 공산세력의 팽창주의와
이와 연계된 역내 공산게릴라 세력의 준동에 맞서 집단적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1967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ASEAN을 창설하게 되었음.
- ASEAN은 당시 역내외적으로 점증하는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반공주의는 냉전종식이 이루어진 1980년대 말까지 ASEAN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공통분모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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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EAN의 대중국 포용정책
(1) 중국의 건설적 역할 유도
냉전종식 이후 ASEAN도 아시아 외교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음. 다수 ASEAN 국가들은 과거처럼 중국을
계속 적대시, 견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포용해 나가는 것이 역내 안정에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음.
- ASEAN은 냉전종식 이후 역내 미군철수(1992년 필리핀 미군기지 철수)에
기인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재부상한 중국을 더 이상 외면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간여정책을 통하여
역내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임.
-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중국과 연이어 수교하고 1994년
ARF에 중국을 끌어들여, 중국과 신뢰구축을 도모함으로써 역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려 했던 것임.
이와 함께 ASEAN 국가들도 중국과 더불어 서구, 특히 미국으로 부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에 중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도 있었음. ASEAN의 전통적 비동맹 중립 외교노선은 중국의 反 패권
주의와 일견 상통하고, ASEAN과 중국은 공히 주권불가침 원칙과 자국 내부
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임.
- ASEAN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유교적 문화유산에 기반을 둔 “아시아적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서구의 비판에 공동 대응하였음.

(2) 동남아국가들의 대중국 인식변화
1997년 이후 ASEAN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태도와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즉 중국의 이미지가 과거의 위협적 존재로부터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협력시대의 동반자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임. 이 과정에서
중국의‘소프트 파워’ (soft power)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 외교(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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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는 동남아국가들이 일본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등장한 중국을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또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ASEAN 자유
무역지대(AFTA)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했던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FTA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중국과 경쟁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하여 실질적 이득을 확보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위협인식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며, ASEAN은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음.
- 대표적으로 ASEAN은 중국의 對인도차이나 접근에 대해,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실질적 위성국으로 전락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ASEAN이 베트남(1995년)에 이어 라오스(1997년), 캄보디아(1999년)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미얀마(1997년)까지 차례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수 ASEAN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대중국 위협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 ASEAN은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들이 궁극적으로 중국
의 위성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회원국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코자 했음.
그러나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인식변화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역내 국가들이 대중관계 진전에 통일된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진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임. 1970년대
중국과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태국은 反 화교 정서가 부재하여 중국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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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사실상의 동맹국으로까지 간주되고 있으며,
여타 역내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측면에서 지원할 정도로 친중적임.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전술적 차원의 파트너라 할 수 있음.
- 반면 중국의 부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임.
역내 최대국가로서 동남아의 주도국을 자임하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간주해 왔음. 역외 강대세력들간 세력균형을
강조해온 싱가포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공개적
으로 요청하는 수준임.
- 또한 역사적으로 반중정서가 강한 베트남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우호적
이지만 내면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과 1995년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을 경험한 필리핀도 중국과의 관계
진전에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친중노선을 견지하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미국 등
서구세력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정치적 이유로 접근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

다. ASEAN의 대중국 위험회피 전략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전통적으로 역외 강대국들간 세력균형을
모색함으로써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 왔음. 다시
말해서 동남아 약소국가들은 역외 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되지 않은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취약한 주권을 수호하려 했음.
동남아국가들은 최근 중국의 부상과 대ASEAN 접근강화에 대응하여 중국과
관계증진을 통하여 실리를 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부터 수반
될 수 있는 각종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다면적 전략(hedging strategy)을 강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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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미국을 비롯
하여 일본, 인도 등 여타 역외 강대국들을 동남아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국
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ASEAN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동남아국가도 이 지역에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원치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임.
이러한 차원에서 ASEAN은 중국의 대ASEAN 외교공세를 역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축(hub)이 되겠다는 자신들의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 나가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중국·ASEAN FTA는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인도, EU 등 역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ASEAN과 FTA 체결을 서두르게 되는 기폭제가 됨으
로써, ASEAN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FTA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이 ASEAN과 신뢰구축을 위해 TAC에 서명한 이래 일본,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다수의 역외 국가들이 앞 다투어 이 조약에 서명하게
되었음.
- 한편 ASEAN은 중국의 외교공세를 ASEAN+3 협력의 틀 안에서 중국의
경쟁국이자 최대 원조공여국인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대ASEAN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ASEAN은 EAS 조기개최 및 제2차 EAS 유치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ASEAN+3 정상
회의는 물론 EAS까지도 ASEAN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역외국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EAS의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음.
- 이와 같은 EAS 회원국 확대 이면에는 중국의 역내 경쟁국인 일본은 물론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는 미국의 측면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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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가. 미국변수
ASEAN 국가들의 대중국 위험회피 전략의 핵심 대상은 역시 미국임. 미국은
여전히 세계정치의 패권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 역할하고
있고,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과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다수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있고, 미국과 관계강화를
통하여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미국은 1990년대 초반 필리핀에서 해공군 기지를 철수한 이래 동남아 지역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 미국은 동남아지역이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음.
이후 미국이 동남아를 다시 주목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테러와의 전쟁이었음.
실제로 2001년 9.11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동남아는 중동지역에 이어 제2의 테러와의 전쟁터가 되었으며,
미국은 동남아 각국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각종 군사협력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최근 미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동남아를 새롭게 주시하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부상과 대ASEAN 외교공세 때문임.
-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특히 초기 EAS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중국이 동아시아 통합을 주도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
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이 지역에서 추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음.
- 더욱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동남아의 경제적 맹주로 자처했던 일본이 중국
에게 그 지위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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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도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 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조용히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주요 세력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양자 차원의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동시에,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가화 되고 있는 캄보디아
에 대해 새로운 안보협력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중국·ASEAN FTA에 대응해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과는 FTA 체결을 공식화
한바 있음.
- 또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 및 호주, 전략 파트너인 인도와 함께 지역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향후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중장기적 포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구도에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차
적으로 EAS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참여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과 동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연계하는 APEC의 기능강화와 APEC의
안보기구화 등 다양한 차원의 정책대안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남아를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두고 있지
않음. 이는 부시행정부의 일차적 관심사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중동이기 때문임.
-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재건 및 이란 핵문제 등 중동문제 해결에 몰두
해온 미국은 2006년과 2007년 ARF에 미 국무장관이 연이어 불참했으며,
2007년 하반기 예정된 미국·ASEAN 정상회의도 무기 연기하였음.

나.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변화 전망
중국의 대ASEAN 접근강화에 따른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증대가 기존의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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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1990년대 초 미국이 필리핀에서 군사기지를 철수한
이래 이 지역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전략적 공백 상태를 메우는 수준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대ASEAN 외교공세는 오히려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의 대ASEAN 외교공세는 ‘역설적으로’ 동남아지역에서 미국의 전략
적 입지를 새롭게 강화시켜주고 있음. 이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동남아 국가도 미국과의 협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 정면 도전할 입장이 되지 못하는 중국이 동남아
에서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 조짐은 중국과 일본 간 영향력 전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임. 중국은 일본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은 여전히 ASEAN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최근 중국·
ASEAN 간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2010년경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ASEAN의 최대 교역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 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일본이 ASEAN+3 협력구도를 내부적으로 포기하고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포함된 ASEAN+6 협력구도 강화에 주력하는 것은 기존의 동아
시아 협력구도 안에서 중국과의 역내 영향력 확대경쟁에서 사실상 패배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일본이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는 달리 자국의
시장을 역내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

175
ASEAN 연구기행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우위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동아시아 주요 강대국들간 관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미·중·
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여부임.
- 2005년 이래 미·중 간 전략대화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중 간
관계개선 움직임은 미·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패권세력인 미국은 지역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간 균형자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국 견제를 확고히 하려는
반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임.
- 또한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
코자하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신의 핵심적 이익을 양국으로부터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나, 만일 이러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정례화될 경우 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중국·ASEAN 관계의 불확실성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동남아국가들에게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경제적 접근(economic game)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
- 중국에 대한 ASEAN의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한 ASEAN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접근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교역구조가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임.
- 즉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중국이 ASEAN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교역구조가 전환되어 중국이 ASEAN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럴 경우 과연 ASEAN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중국에 우호적 자세를 견지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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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이 ASEAN에 대해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역내
동맹국인 일본은 호주, 인도 등 역외 국가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중국 ‘견제망’ 구축과 같은 안보적 접근(security game)
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중국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임.
- 비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일 중국이 미국의 지역안보협력 구도에 대응
하여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안보적 접근을 시도할 경우 과연 ASEAN이
중국의 이니셔티브에 순응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동남아에 대해 경제적 접근을 계속해 나가되 미국의
전략적 견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임.

5. 한국의 고려사항
가.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협력 네트워크 참여 검토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가장 확실한 위험회피 전략은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라 할 수 있음. 한미동맹은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안보
기제이기 때문임.
지난 수년간 미국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냉전종식 이후 변화하는
국제안보환경과 중국의 부상 등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동맹체제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
를 지역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임.
- 미국은 오랜 전부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해 왔으며,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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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은 최근 공식화된 일본·호주 간 안보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미·일·
호 간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를 연계
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한국은 미국 중심의 지역안보협력 네트워크 참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다자안보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
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높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중국 측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나,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지역
적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반드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 추진
중국은 2000년대 이후 한·중 FTA와 한·중·일 3국 FTA 체결을 계속 제안해 왔음.
한·중·일 3국 FTA에 대해서는 일본이 강한 유보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한·중 FTA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음.
- 한국이 최근 미국과 FTA 체결을 공식화하고 EU와 FTA 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개방 예외와 같은 양보 조치를 시사하는
등 적극적 공세를 펴고 있음.
- 중국은 특히 한·미 FTA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조속한 FTA 체
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2007년 중 한·중 간 정부 차원의 연구검토가 끝나면 2008년 중 양국 간 협상
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과 양자 FTA 체결은 한국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요인
이 되고 있음.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 바
있으며, 중국과 교역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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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과도하게 높아 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자
FTA가 체결될 경우 그 의존도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임.
- 중국은 농산물 개방을 예외로 하는 대신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을 최소화하여
낮은 수준의 FTA 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FTA는 양국 간
기존의 경제격차를 단시일 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FTA 협상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과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협상기간을 최대한 장기화함으로써, 중국과 경제 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다. 미·중·일 3국 정상회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
비록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나, 한국은 향후 미·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및 정례화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만일 미·중·일 3국
정상회의가 실현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 주요 외교안보
사안들이 이들 3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율, 결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임. 이는
한국외교의 자율성과 행동반경을 크게 제한하는 변수가 될 것임.
- 반면 ASEAN 국가들은 미·중·일 3국이 ARF, ASEAN+3, EAS 등 역내 지역
협력체에 대한 자신들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다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환영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역동적 중견세력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이자 이 지역의 주요 이해 상관자로서 이러한 회의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라.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향후 한국은 기존 ASEAN+3 중심의 역내통합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과 동아시아국가들이 범세계적 차원의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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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ASEAN+3 협력이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심화, EAS 조기 출범과
회원국 확대 등으로 다소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ASEAN+3
국가들 간 금융협력은 이미 동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 직전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음.
최근 일각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ASEAN+3 중심의 동아
시아 공동체 보다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ASEAN+6 중심의 공동체
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본질
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전략적 오류라고 할 수 있음.
- ASEAN+3 지역협력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성장의 3대축으로 부상한
유럽, 북미, 동아시아 가운데 유럽의 EU와 북미의 NAFTA와 같은 지역
협력체가 부재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범세계적
차원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기제이기 때문임.
- 그런데 최근 일본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 ASEAN 국가들은
ASEAN+6 중심의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견제를 위해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임.
- 기존 ASEAN+3 13개 국가들간 FTA 체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역외국인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ASEAN+6 16개 국가들간 FTA는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일본의 ASEAN+6 FTA 구상은 기존 ASEAN+3
협력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先 통합심화, 後 통합확대”라는 대원칙 하에서 우선적으로 기존
ASEAN+3 협력을 강화해 나가되, 이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인도, 호주, 뉴질
랜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즉 한국은 ASEAN+3 국가들간 자유무역지대 및 지역금융협력기구 결성을
바탕으로 이를 역외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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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제와 전망 :
제 11차 ASEAN+3 및 제 3차 EAS 결과를 중심으로
목

차

1. 2007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각 정상회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1. 2007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007년 11월 19~21일 3일간 동남아 ASEAN 10개국은 싱가폴에서 제 13차
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과 제 11차
ASEAN+3 정상회의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제 3차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t Asia Summit: EAS)를 연이어 개최했음. 이와 동시에 동북아 3국은
ASEAN과는 별도로 제 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과 개별적인 ASEAN+1 양자 정상회의도 함께 개최했음.
특히 이번 ASEAN 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구현을 위한 작업
의 일환으로 ASEAN 헌장을 채택하는 문제와 최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ASEAN의 대응 방향이 주요 관심 사항이 됐음.
또한 이번 ASEAN+3 정상회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향후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EAS와 관계 설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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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후쿠다 수상 취임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향후
한중일 협력의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험대가 됐음.

2. 각 정상회의 주요 내용
가. 제 13차 ASEAN 정상회의
이번 ASEAN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국제기구로서 ASEAN의 법인
체적 성격(legal personality)을 부여하는 『ASEAN 헌장(ASEAN Charter)』에 서명
하고,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Blue Print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을 채택한 것임.
ASEAN 헌장은 민주주의, 인권, 근본적 자유(democracy, human right, fundamental
freedoms)를 기본 가치로 천명하고, 민주주의 증진, 법의 지배, good governance
등을 강조함.
- 동 헌장은 연 2회 정상회의 개최, 외무장관 중심의 협의체 구성(ASEAN
Coordinating Council), 협의와 합의(consultation and consensus)를 바탕으로
하는 ASEAN 정책결정 원칙, ASEAN-x 형태의 유연한 경제협력 방식, 분쟁
해결 절차, 사무국 확대 강화 등 ASEAN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동헌장은 ASEAN의 새로운 조직으로서 인권기구(Human Rights Body) 설치
를 명문화했으며, 추후 ASEAN 외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안을 마련키로 함.
- 동헌장은 향후 1년 내 회원국들의 각료회의, 국민투표, 의회 등을 통한 비준
절차를 거처서 발효됨.
한편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은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ASEAN 경제공동체(AEC)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182
ASEAN 연구기행

- ASEAN은 기존의 역내자유무역협정(AFTA)을 넘어서 2010년까지 항공,
의료, 관광, 2013년까지 물류 서비스, 2015년까지 나머지 모든 산업분야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임.
- 또한 ASEAN은 자유롭고 개방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ASEAN내 역내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 시장의 규제조치도 완화키로 함.
이 밖에도 ASEAN 정상들은 차기 2008년 태국개최 정상회의시까지 ASEAN
정치안보 공동체(APSC)와 사회문화 공동체(ASCC)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수린 피추완전 태국 외무장관의 ASEAN 사무총장 취임을
승인함.

나. 제 8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금년도 3국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이었는바, 이번 회의를 통하여 한중일 3국
정상은 3국 외무장관들이 채택한 2007년도 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를
승인하고, 향후 3국 협력 증진을 위하여 13개 신규사업(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3국간 사이버 사무국 설치,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3국 해상안전 부문간 교류증진,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3국 FTA
공동연구 계속, 3국 물류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기로 함.
또한 3국 정상들은 최근 남북한관계 현황 및 북일관계,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제, 동아시아 금융협력, UN 개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였음. 3국 정상들은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및 역내 금융협력 분야에서 3국의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는 기존 3국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3국내 순환
개최키로 합의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동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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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국에 3국 협력을 위한‘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는 점도 중요한
결과임.

다. 제 11차 ASEAN+3 정상회의
이번 회의에서 13개국 정상들은 ASEAN+3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제 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Building on the Foundations of ASEAN
plus Three Cooperation)”과 “ASEAN+3 사업계획(Work Plan) 2007-2017”을
채택했으며, ASEAN+3 협력기금(Cooperation Fund) 설립에 합의함.
동 성명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ASEAN+3 협력체제의 발전과정을 회고하고
2017년까지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의 발전방향을 재확인함.
- ASEAN+3 협력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된 기제(main vehicle)이며,
이 과정에서 ASEAN은 추동자(driving force) 역할을 수행함.
- ASEAN+3 협력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EAS, ARF, APEC,
ASEM 등 여타 지역협력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함.
- 향후 ASEAN+3 협력체제는 정치안보, 경제금융,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감.
ASEAN+3 사업계획은 각 분야의 협력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임.
- 정치안보 분야는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대테러 협력, 해상협력 등을 포함함.
- 경제금융 분야는 무역 및 투자, 역내 금융협력, 지적 소유권, 수송, 관광,
농림, 광물, 중소기업, ICT, 개발협력 등을 포함함.
- 동 사업계획은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함.
- 사회문화 분야는 빈곤경감, 취약계층 발전 촉진, 인적교류, 교육, 과학 및
기술, 공공보건 협력 등을 포함함.
- 제도적 지원체제로서 ASEAN+3 협력기금 설립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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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 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ASEAN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정상들이 참여
하는 EAS에서는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기후변화 및 에너지, 향후 EAS 발전
방향 등 광범위한 전략대화가 이루어 졌음.
- 지역 및 국제현안과 관련하여 북핵문제 및 6자회의, 남북정상회담, 북일관계
개선 문제 등이 논의되었지만,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관심을 끌었던 지역
현안은 역시 미얀마 문제였음.
- 애초 ASEAN은 감바리 UN 특사를 EAS에 초청하여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었
으나, 미얀마측이 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임에 따라 결국 관철되지 못했음.
이번 EAS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문제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문제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싱가폴 선언(Singapore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Energy
and the Environment)”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베트남에서 EAS 환경 장관회의
와 태국에서 제 2차 EAS 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계속키로 함.
한편 향후 EAS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정상회의 중심의 전략대화체(leadersled strategic forum)로서의 성격과 ASEAN 주도 원칙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음.

마. ASEAN+1 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한-ASEAN 서비스 협정(ASEAN-ROK
Trade in Service)을 체결하고, 2006년 양측이 합의한 ASEAN-Korea Center를
서울에 설립하기 위한 각서를 교환했음.
- 한국과 ASEAN은 2006년 한-ASEAN FTA 상품협정을 타결하고, 2007년
국회비준을 거쳐 이미 발효시킨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투자분야에 관한
협상도 완료키로 함.
- 이 밖에 말레이시아는 한-말레이시아 현인구룹(EPG) 설치와 한국의 한
대학에 ASEAN 연구 증진을 위한 ASEAN 석좌교수(Chair) 설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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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공산품과 농산품의 관세철폐 등 무역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ASEAN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에 최종 합의했음.
- 일본이 제시하는 EPA는 FTA와 투자 및 지적재산권 규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형태의 자유무역협정 방식인바, 이번 협정은 일본이 특정 지역 전체와
체결한 최초의 EPA임.
- 일본은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등과 개별적으로
EPA를 체결한바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ASEAN 수입액의 90%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ASEAN 선발 6개국은 향후 10년, 베트남은 15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18년 이내에 관세철폐를 완료해야 함.
인도-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애초 2007년 1월 체결키로 했던 양자
FTA를 2008년 5월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바, 향후 양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5개 핵심 품목에 대한 협상을 계속키로 함.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의 적실성 문제
(1) 내부적 체제정비의 필요성
1990년대 후반이후 동남아국가들은 ASEAN 회원국 확대에 따른 제반 문제점
노정,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화의 도전, 역내 선후 발국간 격차 해소 문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내외적 압력 증대, ASEAN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개, 예상치 않은 EAS의 조기 출범, 중국
및 인도의 부상 등 다양한 차원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적 체제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기존의 ASEAN 체제가 과연
적실성(relevance)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향후 ASEAN이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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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처방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임.
- 따라서 소위 ‘ASEAN way’라고 불리는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
상의 만장일치제 의사결정방식, 회원국간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nonintervention principle)’ 그리고 역내 지도자들간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운영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기존의 ASEAN 체제가 ASEAN+3, EAS, ARF 등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 및
안보분야의 다자협력체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특히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계속 담당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ASEAN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책을
모색해 왔음.
- 주지하다시피 동남아국가들은 2015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대 분야의 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조기 구현함으로써, 현재 ASEAN+3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EAC) 형성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는 내부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음.
- 또한 동남아국가들은 ASEAN 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ASEAN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ASEAN의 법인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ASEAN 조직과 운영을 일대 혁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음.

(2) ASEAN의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SEAN 헌장은 애초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006년 ASEAN 현인구룹(EPG)
이 제시한 ASEAN 헌장 권고안과 이번에 ASEAN 고위급 TF가 실무 작업을
통하여 기초, 채택된 헌장은 그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PG 헌장 권고안은 향후 ASEAN은 궁극적으로‘ASEAN 연합(ASEAN Union)’
지향해야 한다는 점, 전통적인 내정 불간섭원칙의 재조정, 비합법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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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거부, 의무 불이행시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 사실상의 만장일치제
가 아닌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 등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었음.
- 반면 이번에 채택된 헌장은 ASEAN 연합이 아닌 공동체 지향, 내정불간섭
윈칙의 실질적 유지, 의무 불이행시 회원국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유보,
협의와 합의에 의한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 유지, 법적 규제보다는 정상들간
정치적 결정 수용 등 EPG 권고안보다 대폭 희석,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그간 회원국들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ASEAN 인권기구’를 설치키로
한 점은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향후 구체적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음.
-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ASEAN 헌장은 기존의 ASEAN 운영방식, 즉 ‘ASEAN
way’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가장 주목 받았던 미얀마 문제에
대한 ASEAN의 대응도 향후 ASEAN의 적실성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음.
-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제재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AN은 내부적 이견을
노정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임.
- 이는 물론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력 행사를 촉구하는 일부 역내 국가들과 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여타 국가들간 입장 조율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외부세력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미얀마의 입장이 결국 수용된
결과임.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ASEAN 헌장과 미얀마 문제에 대한 ASEAN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해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이
과연 의미있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지, 또 이를 바탕으로 ASEAN이 동아
시아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 될 것이며,
향후 ASEAN은 자체의 취약성과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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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EAN+3와 EAS 관계설정 문제
(1)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혼선
최근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그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표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일차적으로 2005년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간 명확한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된 EAS 조기 출범 문제는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일부 국가들의 유보적 태도로 예상치 않게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EAS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원래의 EAS 구상이 크게 변질
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혼선이 초래되었음.
- 한국이 주도했던 2002년 동아시아 연구구룹(EASG) 보고서는 중장기적으
로 기존 ASEAN+3 정상회의를 EAS로 대체하되, 한중일도 동남아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 확대를 전제하지 않았음.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국가들은 논란 와중에 개최된 2005년 ASEAN+3
정상회의와 EAS 출범을 통하여
- 첫째, 향후 ASEAN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동자(driving force) 역할을
수행하고,
- 둘째, ASEAN+3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된 기제(main vehicle)가 되며,
- 셋째, EAS는 정상들간 전략대화체로서 “이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는 애매한 표현에 타협한바 있음.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국들간 크게 2개의 시각이
상호 대립되어 왔는바, 중국 및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수 ASEAN 국가들과
한국 등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반면,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는 인도, 호주 등과 함께 EAS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모색
해 왔음.
- 특히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통합 가능성을 경계해온 일본은 의도적으로
ASEAN+3 협력체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가시적 시도들을 계속해 왔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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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대신에 ASEAN+6
(ASEAN+3+인도, 호주, 뉴질랜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
연대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 구상
을 제시한다든지 ASEAN+6 경제통합 연구를 위한 “ASEAN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ASEAN and East Asia: ERIA)”를
설립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2) 불확실성 지속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ASEAN+3 정상회의와 EAS 결과는 다소 실망
스러운 것이었음. 양 정상회의에서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추진방향에 대
해 별다른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
기 때문임. 또한 ASEAN+3 출범 10주년 기념 제 2차 동아시아 협력 공동선언
도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정상급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ASEAN+3와 EAS와의 관계설정 문제는 향후 중요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계속하여 미결상태로 남게 될 것임. 비록 ASEAN+3 협력체제가 10여
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26개 장단기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향후 EAS가 현재의 전략 대화체 수준을
넘어 에너지, 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까지 시행할 경우 양자간
중복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다. 한중일 3국 협력 문제
(1) 3국 협력의 배경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일본 오부치 수상의 제안으로 1999년 ASEAN+3 정상
회의와 연계하여 처음 개최되었는바, 이 당시 만해도 일본은 ASEAN+3 협력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으며, 한중일 3국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음. 이후 한중일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였으며, 2003년에는 3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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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3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3국 협력을 공식화,
제도화하였음.
- 이처럼 한중일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ASEAN이 주도
하는 ASEAN+3 협력체제 내에서 동북아 3국간 협의채널 형성이 시급했기
때문임.
- 동남아 10개국은 ASEAN을 중심으로 40여년간의 지역통합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협력의 틀이 부재한 동북아 국가들도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임.
그러나 한국과 중국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05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된바 있음. 이후 일본 아베수상이 취임함으로써 2007년 1월 세부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다시 복원되기는 했으나, 한일 및 중일간 역사 및 영토
문제, 2004년 이후 EAS 조기개최 문제, EAS 회원국 확대, ASEAN+3와 EAS간
관계설정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으로 그간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물론 동북아 3국 협력도 정치적 추동력을 상실해 가면서 사실상
표류하는 양상을 노정해 왔음.

(2) 일본의 태도변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과거와는 달리 일본이
한중일 3국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이번 정상회의
에서 3국 정상은 한국측이 제안한 3국 정상회의의 3국내 순환개최 원칙에
합의하였는바, 특히 일본 후쿠다 수상은 이에 적극 찬동하면서 2008년 일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
를 천명하였음.
- 이번에 합의된 3국 정상회의의 3국내 순환개최 문제는 한국 측이 수년전
부터 제기해 온 구상으로서 나카소네 일본 전수상 등 동북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내외 지도자 및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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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후쿠다 수상은 향후 일본은 ASEAN+3, APEC 등 각종 다자회의
계기는 물론 한중일 3국간 협의체 등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3국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언함으로써, 향후 3국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요 성과는 향후 한국이
3국 협력의 사이버 사무국을 개설키로 했다는 점임. 비록 공식적 차원의 사무국
은 아니지만 한국에 사이버 형태의 사무국이 개설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바, 장래 사이버 사무국이 공식화될 경우 한국은 동북아 3국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라. 향후 전망
(1)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선결 요건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이에 대한 향후 일본의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음.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형성 문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기존 ASEAN+3 중심의 지역 통합을 우선적으로 심화(deepening)시킨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국 참여확대(widening)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범아시아 지역통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차후에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그러나 유럽통합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그 해답은 자명함. 애초 유럽통합은
1950년대부터 서유럽 6개국(독일, 프랑스, 이태리, 베네룩스 3국)간 20여년간의
내부적 심화과정을 통하여 확고한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회원국 확대를 단계적으로 도모하여
오늘날 27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성공적 지역통합 사례가 된 것임.
-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진정으로 공동체 추구를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ASEAN+3 중심의 통합 심화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참여국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상식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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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역통합이 성공하려면 초기단계에서 소수 핵심국가들간 심화과정이
필수적이며, 심화과정 없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
또한 유럽통합 과정을 주도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리더쉽(joint leadership)
이었으며, 베네룩스 3국은 지역통합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해 왔음.
동아시아의 경우 강대국 중국과 일본의 화해와 공동 노력 없이는 실질적 통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통합을 주도할 능력이 결여된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통합을 주도하기보다는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며, 역내
유일의 역동적 중견세력인 한국은 중국과 일본, 동북아와 동남아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교량자 역할(bridging role)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임.
문제의 핵심은 통합의 심화보다 확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지역협력 전략과 정책이 재조정되지 않고서는 향후 의미있는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임. 다시 말해서 일본이 진정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추구한다면 기존의 범아시아 또는 아태중시정책으로부터 동아시아
중시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임.

(2) 후쿠다 수상의 대아시아 외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 국내정치의 변화는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음.
신임 야스오 후쿠다 일본 수상은 친미일변도의 강경 외교성향을 보인 고이즈
미나 보수이념적 외교노선을 추구했던 아베수상과는 달리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 중요성을 강조해온 온건한 현실주의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임.
- 이미 취임 이전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했던 후쿠다
수상은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동남아
ASEAN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역시 중시해 왔음.
- 특히 그는 자신의 부친 다케오 후쿠다 전수상이 일본-ASEAN 동반자관계를
천명한 1977년 “후쿠다 독트린(Fukuda Doctrine)”에 기반하여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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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그의 대아시아 외교정책 방향은 취임 후 첫 의회연설에서도 재확인
된바 있음.
- 뿐만 아니라 후쿠다 수상은 전임 아베수상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간 전략적 연대” 라든지 “가치외교”와 같은 이념지향의
외교노선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음.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록 후쿠다 수상이 일본의 대아시아 중시정책을
공개적으로 재천명하거나 ASEAN+3와 EAS 발전방향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한중일 3국 협력강화를 위한 일본의 정치적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방향설정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후쿠다 수상이 내년 중 예상되는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여 확고한 국내정치
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신후쿠다 독트린 또는 제 2차 후쿠다 독트린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본
의 역할 등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음.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한국의 리더쉽 제고
ASEAN+3 협력체제가 태동, 발전하는 초기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었음. 1990년대 초반부터 일관되게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수상은 ASEAN+3
정상회의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산파역을 담당했고,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 비전(EAVG)과 구체적 행동계획(EASG)을 제시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바 있음.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역내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화해와 공동의 노력 없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지역패권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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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양국이 공개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말레이시아나 한국과 같은 역내 비강대국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최근 수년간 EAS 조기 출범 문제를
둘러싸고 초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혼선도 부분적으로 마하티르
전수상이나 김대중 전대통령과 같은 탁월한 리더쉽이 부재하기 때문임.
향후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계속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
의 리더쉽 제고 필요성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즉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 차원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바람직한
기제이며, 역내국가들간 역학 관계상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나.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심적 역할 모색
향후 한국의 또 다른 주요 고려점은 한중일 3국 협력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임.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에 있어서 한국은 역내 강대국
인 중국과 일본간 전략적 교량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중일 정상회의 3국내 순환
개최를 정례화, 제도화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 협력의 사이버 사무국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공식적 사무국으로 격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이 중국과 일본간 경제적 차원에서도
교량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 FTA 체결이 필수적
인바, 이를 구체화해 나갈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임.

다. 제 2차 EAVG 및 EASG 추진 검토
주지하다시피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향후 진로 설정과 관련하여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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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기존 ASEAN+3 협력체제와 새로이 출범한 EAS와
의 관계 설정 문제이며, 이로 인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ASEAN은 자체적으로 공동체 형성의 시한을 2015년으로 앞당겨
설정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헌장까지 채택했음. 이 처럼 ASEAN이 자신들의 공동체
형성을 조기에 구현하려는 것은 이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미래 비전과 구체적 로드
맵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2001년 동아시아 비전구룹
(EAVG)과 2002년 동아시아 연구구룹(EASG) 보고서가 채택되어 동아시아 지
역협력의 비전과 행동계획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최근 예상치 않은 EAS 조기
출범,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EAS 참여, ASEAN+3와 EAS간 관계설정 문제,
향후 한중일 3국의 ASEAN+3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 변화 하는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이번 ASEAN+3 정상회의를 통하여 공동성명과 사업계획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이는 기존의 입장과 계획을 재확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특정 국가 주도로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다수 참여국들간 폭넓은 합의를 도출해야만 가능한 것임. 따라서 한국은
향후 제 2차 EAVG 및 EASG를 제안, 추진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향설정과 보다 분명한 로드맵을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국은 2020년까지 ASEAN+3 13개국 중심의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EAFTA) 체결, 동아시아 금융협력기구 설립, 한중일 3국의 ASEAN+3
정상회의 개최 등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의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2025년
까지 역외국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동아시아 공동체에 단계적으로 편입
시키는 계획을 포함하는“East Asia Vision 2020”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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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ASEAN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부르
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21차 ASEAN 정상회의를 필두로 한국, 중국, 일본과
는 제15차 ASEAN+1 양자회의를 인도 및 미국과는 각각 제10차 및 4차 양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제15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함. 또한 ASEAN은 금년에 최초로 ASEAN+6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세계은행(WB)의 정상 및 수반들이 참여
하는 아세안 글로벌 대화(ASEAN Global Dialogue)를 함께 개최함.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ASEAN은 2015년으로 예정된 ASEAN 공동체 출범
문제를 재점검하고, 특히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내부적 결속이 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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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 ASEAN의 단합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음. 또한 ASEAN이 제안한 지역 다자무역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었음. 한편 재선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아시아 개입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
써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이어 나감. 반면 정례
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최근 중·일, 한·일 간 역사문제 및
영토갈등의 여파로 개최되지 못함.

2. 회의의 주요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ASEAN 정상들은 2015년 1월 1일부로 출범키로 되어있었던 ASEAN 공동체
를 사실상 1년 늦추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공식 출범키로 결정함.
기타 ASEAN 공동체 관련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ASEAN 인권선언(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을 채택함.
- 프놈펜에 ASEAN 평화화해연구소(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를 설립함.
- ASEAN과 양자 FTA를 체결한 6개 국가(한·중·일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지역 다자FTA 틀로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를 확인함.
- ASEAN 사무국의 신임 총장에 임기(5년)가 만료된 전 태국 외무장관 수린
핏수완(Surin Pitsuwan)의 후임으로 베트남의 르 루옹 민(Le Luong Minh)을
임명함.
ASEAN 국가들간 물리적(인프라),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확대, 심화하기
위한 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실천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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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AC에 ASEAN+3 및 EAS 참여국들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ASEAN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한반도 문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정세, G-20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나. 한-ASEAN 정상회의
한-ASEAN 양측은 새로이 신설된 자카르타 소재 주ASEAN 한국대표부를
통해 실질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함.
양측은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을 위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 측은 2013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개최, 2014년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 등을 통해 메콩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ASEAN과 연계성 제고
에 기여할 것을 약속함.
- 2012년 9월에 발족한 한국의 대ASEAN 연계성 TF와 ASEAN 연계성조정
위원회(ACCC)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ASEAN+3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은 1997년에 출범한 ASEAN+3 협력체제 15주년을 기념하여
동 협력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
하고, 향후 금융위기,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개발격차 등 동아시아 역내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함.
- 매년 ASEAN+3 정상회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으나, 금년은 15주년을
맞아 ‘ASEAN+3 협력 15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발표함.
또한 한국 측의 제안으로 2011년 10월부터 활동해온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II)의 최종보고서를 환영하고, 동 보고서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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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는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st Asia Economic Community)’
를 건설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는바, 시장 및 생산기지 단일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에너지-식량 안보확보, 균등하고 지속적인 성장추구, 세계경제
에 대한 건설적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하고 있음.
정상들은 세계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치앙
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규모확대 및 위기예방 도입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국제곡물가
상승, 자연재해 등에 따른 역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ASEAN+3 재무장관들은 2012년 5월 CMIM의 기존 약정금 1,200억 달러
에서 2,400억 달러로 2배 증액(한·중·일:ASEAN= 80:20, 한:중:일=1:2:2)에
합의한 바 있음.
- 2012년 7월 발효된 ASEAN+3 비상 쌀비축협정(APTERR)의 원활한 이행
을 촉구함.
한편 ASEAN+3가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성장하고 역내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데
어려움 중 하나인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연계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을 함께하고, 이를 위해 ‘연계성에 관한 ASEAN+3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함.

라.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국(ASEAN+한·중·일+인도, 호주, 뉴질랜드+미국, 러시아) 정상들은
EAS 협력사업 점검 및 미래 발전방향, 세계경제 회복 및 무역자유화, 재난관리,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정상들은 6개 우선협력분야(환경 및 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재난관리,
연계성)에 대해 중점 추진의사를 밝힘.
- 이와 함께 역내 개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EAS 개발 이니셔티브 프놈펜
선언’을 채택함.
- 또한 정상들은 ASEAN 주도의 RCEP 공식협상 개시를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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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으로부터 구체적 사업제안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1년 가입한 미국은 에너지 협력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임.
- EAS 협력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일본, 호주, 인도 등도 각각 해양포럼, 보건
(말라리아), 금융협력, 연계성 사업 등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함.
- 또한 한국과 중국도 각각 기후변화 대응, 역내 개발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짐.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부 당사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들은 국제법에 기초한 평화적 분쟁해결, 항해의
자유 등 비논쟁적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했으며, 중국과 ASEAN 간 논의가
진행중인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마련을 위한 협의개시 및 조기
채택에 많은 관심을 표명함.
또한 이번 EAS와 연계하여 최초로 아세안 글로벌 대화도 개최됨.
- ASEAN+6 국가들의 정상 및 5개 국제기구(IMF, ADB, WTO, UNCTAD,
WB) 수장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개방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과 다자
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ASEAN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표명함.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 공동체 구축
(1) ASEAN 공동체의 효과
현재 동남아국가들의 최대과제는 ASEAN 공동체 구축임.
- 동남아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의 효율성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왔는바, 2003년에
ASEAN 공동체를 형성키로 합의한데 이어, 2007년에는 ASEAN 공동체를
2015년 1월 1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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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3대 축으
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 가장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 ASEAN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가 될 것임.
-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역내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2010년대 중반에 경제규모 약 2조 달러, 인구 6억 이상의
대규모 지역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단일 생산기지와 단일시장 구축, 경쟁력
을 갖춘 경제지대 육성, 역내 균형발전, 세계 경제통합 등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음.
ASEAN 공동체가 출범하면 ASEAN은 많은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역외국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임.
- 특히 역내 국가들 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 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며, 기존 단일창구(single window) 제도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자 등 여타 분야에도 확산될 전망임.
- 뿐만 아니라 ASEAN은 생산기지로서 투자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부존자원도 풍부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시장의 장기간 침체
와는 대조적으로 외부적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향후 6%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ASEAN은 역외 국가들의 매력적인 투자지이자 안정적 소비
시장으로 크게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이번 채택한 ASEAN 인권선언은 2009년 ASEAN 인구기구 설립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ASEAN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기록될 것임. 비록 일부 서구
국가에서 이번 인권선언 내용의 일부 미흡함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나, 향후
ASEAN의 역내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2) 문제점 및 과제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실제로 1년 늦춰 2015년 12월 31일 출범
시키기로 결정했음. 이는 아직도 로드맵에 따른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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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ASEAN의 경제통합은 제도적 차원이나 역내 격차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다수의 과제가 남아있음.
- 단일시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는 외형적으로만 완성되었
을 뿐 여전히 많은 예외품목이 존재하고, 특히 관세 이용률도 낮으며, 단일
생산기지 구축도 역내 기업 보다는 역외 다국적 기업 주도하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균형 경제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 간 발전격차, 소득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크며, 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역시 극히 제한적임.
- 뿐만 아니라 외환유동성 문제해결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 금융협력은
ASEAN 차원이 아닌 동아시아, 즉 ASEAN+3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ASEAN 경제공동체가 명목상의 통합체가 아닌 실질적 의미가 있는
지역통합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어
야만 할 것임. 하지만 정치,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ASEAN 국가들이 단기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나. RCEP 및 한･중･일 FTA 협상 개시
(1) RCEP 협상의 문제점 및 전망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경제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성과는
ASEAN 주도로 RCEP 협상과 한·중·일 3국 FTA 협상을 2013년부터 공식
개시키로 한 것임.
ASEAN은 2011년 말부터 RCEP 추진을 위하여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지역 16개국 간 지역다자 FTA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향후 ASEAN의 가장 중요한 지역 경제통합 이니셔티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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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은 항상 각종 형태의 지역협력 구도를 설정할 때 소위 ‘아세안 중심
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어떠한 역내협력구도 형성
과정에서도 ASEAN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동남아 국가들의 일관된
정책 기조이기도 함.
ASEAN이 RCEP을 제안한 일차적 배경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한·중·일 3국 FTA 움직임에 전략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11개국 간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은 예외
없는 최고 수준의 지역 다자FTA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ASEAN은 TPP가
성사될 경우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4개국만 참여하게 되는 데 대한 내부적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13년 중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성사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질적 추동 메커니즘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클 것인바, ASEAN은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RCEP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과연 역내 경제통합을 주도할 역량이 부족한 ASEAN이 16개국 간 FTA를
성사시킬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임.
- 또한 ASEAN 주도로 16개국 간 FTA협정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특히 대외 개방도가 한·중·일은 물론 동남아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인도가 참여한다면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렇다면 그 효과와 영향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
로 기존 ‘ASEAN+1 FTA’를 연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을 것임.
주목할 부분은 ASEAN이 ASEAN+3가 아니라 ASEAN+6 중심의 FTA를
추구하려는 점임. 이는 역시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위협감 또는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 ASEAN은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방향성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EAS
출범 이후 지난 수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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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EAFTA: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와 일본이 제안한
ASEAN+6 중심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중에서 사실상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됨.
- 즉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ASEAN+3 중심의 EAFTA
보다는 ASEAN이 ASEAN+6 중심의 협력구도를 새롭게 재포장한 RCEP을
추진하려는 것임.
- 또한 EAFTA를 강력히 주장해온 중국도 미국주도의 TPP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SEAN이 주도하는 ASEAN+6 중심의 RCEP 추진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2) 한·중·일 3국 FTA 협상의 문제점 및 전망
한편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나, 3국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초반에 한·중·일 3국 FTA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했음. 향후 한·중·일 3국 FTA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핵심기제가 될 것이며, 이는 한·중·일 3국
협력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음.
- 과거 1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3국 FTA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으나, 중국
에 대해 강한 정치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본의 유보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함.
-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이 3국 FTA 협상을 전격 수용했는바, 그 이유는 분명
해 보임.
- 일차적으로 기존 한·일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이미
금년 상반기에 양자 FTA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응해야만 할 필요가 있음.
- 즉 일본은 한·중 양자 FTA에 대응하여 향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국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한·중·일 3국 FTA 또한 문제가 다대함.
- 무엇보다도 최근 중·일, 한·일 간 역사 및 영토문제 때문에 과연 협상 자체가
순조롭게 개시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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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향후 실무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해도 최종적으로 최고 지도자
들의 정치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FTA는 성사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 역사 및 영토문제로 혼란스러운 3국 간 양자관계의 안정성 유지와 증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 해서 곧바로 3국 간 양자관계 정상화를 보장
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황의 악화방지 및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성사될 경우 RCEP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핵심기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임.
- 그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FTA에 ASEAN만을 별도로 끌어들일 경우
사실상의 EAFTA도 가능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의미는 지대한 것이
될 것임.

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속
(1) ASEAN의 내부균열 노정
대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예상과 달리 전년도에 비해 남중국해 문제로 당사국
또는 강대국 간 치열한 논쟁이 제기되거나 직접적인 대립이 표출되지 않았음.
미국도 간접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정도였으며,
중국도 원론적 차원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수준이었음.
- 이는 남중국해 문제가 영토주권과 EEZ 및 대륙붕 관할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시일 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ASEAN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ASEAN은 2012년 7월 외무장관 회의 시 의장국 캄보디아가 중국의 입장
을 배려한 나머지 결국 공동성명 마련에 실패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
서도 ASEAN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봉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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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ASEAN 내 분쟁당사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과 비당사국 간 문제인식의 수준이 다르며, 당사국간(베트남, 필리핀
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도 중국과의 양자관계 설정이 상이하여 통합된
공동의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빠른 시일 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반면 중국은 ASEAN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 및 다양한 레벨에서 설득작업을
통해 회원국들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친중적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여 ASEAN의 내부적 단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대내
외적 비난을 모면할 수는 없는 상황임.

(2) 중국의 타협 가능성
당분간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 간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특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임.
- 향후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당사국
들은 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측은 모두 직접적인 충돌을 억제하는 관리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향후에도 ASEAN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공동의 입장과
일사불란한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비당사국 중 태국과 캄보디아는 중국과 사실상의 동맹관계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친중적이어서, 중국과 대립적 입장에 서기를 꺼릴 것이며,
분쟁 당사국 입장에 적극 동조하기 보다는 실제로는 방관적 태도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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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도 캄보디아를 배후에서 움직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ASEAN의 공동입장 표명을 저지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동남아국가들을 친중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미 가시적인 결과 중 하나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설정과 관련
하여 ASEAN은 중국이 주장하는 ASEAN+3 협력구도를 사실상 포기하고
중국견제적 성격이 띠는 ASEAN+6 중심의 RCEP을 추진키로 한 것임.
- 또한 중국은 2012년 권력교체 이후 새 지도부가 국내적으로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단 중국의 신지도부가 내부적 정리를 마친 다음에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
서 실용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향후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새 지도부가
향후 적절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숙될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극적인 외교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임.
- 과거 중국은 러시아, 베트남 등과의 국경 확정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임.
- 즉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ASEAN을 친중화하기 위해서
는 결국 상호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ASEAN 국가들과 자원의 공동개발
에 합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양법에 따라 해양경계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또한 미국의 역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이미 2020년까지 미국 태평양 함대를 현재 미국 해군력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를 관할하는 샨샤시 신설,
관련 경비구 창설, 대규모 어선단 동원 등으로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향후 미국의 군사적 개입수준이 높아질 경우 아직은 미국과
정면 대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거나 결국 ASEAN과
일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남아 있을 것임.

210
ASEAN 연구기행

라.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정책 강화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무관심했던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개입강화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태지역국가들과 TPP를 추진하는 동시에
안보적 측면에서는 EAS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지위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은 동남아, 특히 대륙부 동남아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인 정상외교를 펼쳐나감으로써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이어 나감.
-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EAS 정상회의
개최 직전 태국과 미얀마를 전격 방문했는바, 특히 최근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함.
-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을 제외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대륙부 동남아국가들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국가들이며,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는
중국과 각별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하여 미국과 대륙부 동남아국가들과의
정치, 외교, 군사적 관계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
려는 노력을 경주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전년도 회의 시와는 달리 남중
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은 등 대체로
EAS에서 정치, 안보 문제로 중국과 정면 대립하기 보다는 실질협력을 통하여
EAS를 안착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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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중·일 3국협력의 불확실성 증대
주지하다시피 금년에는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
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일, 한·일 간 최근의 역사 및 영토문제로 결국
개최되지 못했음. 비록 한·중·일 3국이 실무적 차원에서 한·중·일 3국 FTA
협상을 개시키로 했지만, 향후 3국 간 양자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언제
라도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향후 3국 모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중·일, 한·일 관계는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임.
- 중국의 시진핑 신정부는 주변 해양권 확보를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음.
- 특히 2012년 12월 총선 이후 일본의 신정부는 보다 강경한 우익적 색채를
띨 것이 분명해 보이는바, 이럴 경우 일본과 중국, 한국과의 갈등과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한·중·일 3국협력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ASEAN+3
및 EAS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임. 한·중 3국협력
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관성적으로 ASEAN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을 것임.

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표류 가능성
중·일, 한·일 관계악화에 따른 한·중·일 3국협력의 불확실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불편한 중국-ASEAN 관계,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강화 추세 등으로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즉 동남아 ASEAN과 동북아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통하여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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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짐들은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ASEAN이 RCEP을 ASEAN+3가 아닌 ASEAN+6 국가들 중심
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현 단계에서는 ASEAN+3 중심의 역내 경제
통합은 난망한 상황임.
- 더욱이 최근 EAS도 구체적 사업추진을 통해 협력의 조직화, 제도화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음.
- 향후 EAS가 기존의 정상들 간 전략대화체를 넘어 보다 조직화, 제도화될
경우 ASEAN+3와 EAS 간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기존 ASEAN+3 협력체제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2001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를 주도하여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 구상을 제안했던 한국은 이번에 EAVG II
를 통하여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의 제도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나, 실제로는 기능적, 기술적
협력만이 가능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귀착되었음.
- 애초 한국은 EAVG II 논의과정에서 EAC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헌장 제정, ASEAN 사무국과 한·중·일 협력사무국 통합, EAFTA
결성 등 야심찬 구상을 제시했으나, ASEAN의 유보적 태도로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 오히려 ASEAN 측의 강력한 요구로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본 기제로
ASEAN+3 중심의 EAFTA 대신에 ASEAN+6 국가들 중심의 RCEP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모순적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음.
동남아 10개 중소국가연합체인 ASEAN은 항시 역내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
려는 ASEAN 중심(Centrality)이라는 외교적 관성을 갖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 또는 미국 등 역외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압도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임. 동시에 한·중·일은 물론 호주, 인도, 미국 등
여타 역외세력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에 물적, 인적 지원을
얻을 수 대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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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ASEAN이 강조하는 역내 연계성 강화라는 것도 외부의 지원을 통하여
자신들의 취약한 역내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ASEAN 입장에서는 ASEAN+3 또는 EAS 모두 자신들의 역내통합을 위한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SEAN+1 관계
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한·중·일 및 미국, 호주 등 역외 국가들은 이러한 동남아국가들의 의도
를 모르지 않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지지를 얻고 자신들의
영항력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ASEAN을 지원하는 상황이며,
ASEAN은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ASEAN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
며, 한·중·일 3국 FTA가 결성되지 못할 경우 동북아국가들과 동남아국가들
간 공동체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임.
한편 TPP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 협력을 주도하려는 미국도 한·중·일 3국 FTA
나 EAFTA, RCEP 등의 시도들에 대해 내심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 한국은 물론, 최근에는 태국에 대해서도 TPP 참여
를 종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TPP를 바탕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를 창출하려는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음.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대ASEAN 외교강화
(1) ASEA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주지하다시피 ASEAN은 ARF, ASEAN+3, EAS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다자
협력체를 실제로 견인하는 핵심적인 지역협력체임. 뿐만 아니라 ASEAN은
2015년 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유럽의 EU에 이어 UN 등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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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주요 지역통합체로 변모하고 있음.
또한 2011년 기준으로 ASEAN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
(1,274억 달러)이며, 2위의 투자대상지역(61억 달러)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수주대상(128억 달러) 지역임. 따라서 향후 ASEAN은 한국외교에 있어서
동북아 4강에 버금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통합체로 부상하고 있음.

(2) 주ASEAN 대표부의 인프라 및 위상 강화
먼저 한-ASEAN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12년 9월에 개설한 주
ASEAN 대표부의 열악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 보강해 나가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주ASEAN 대표부가 단순히 한-ASEAN 양자협력과 관련한
업무 외에 동남아 지역의 ‘거점공관’으로 격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동남아와 ASEAN의 중요성에 비추어 차관급 이상의 최고위 외교관을
대표부 대사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ASEAN 사무국관련 업무는 물론 동남아
10개국 공관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지역거점 공관장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대ASEAN 외교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 각종 ASEAN관련 사업지원
한국은 ASEAN 공동체 출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연계성 강화 목적에 부합
하는 대ASEAN ODA 사업을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특히 한국의 연계성 TF와
ASEAN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 간 협의채널을 조기 출범시켜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소규모 지역사업 내실화를 위한 한-메콩 협력기금을 확충하고, 한ASEAN 센터의 사업 확대를 다방면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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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PP, RCEP, 한･중･일 FTA, 한･중 FTA에 대한 전략적 대응
향후 한국은 TPP, RCEP, 한·중·일 3국 FTA 등 상호 경쟁적이고 전략적 연계
성을 가진 지역 다자FTA 협상 및 현재 진행중인 한·중 양자 FTA 협상과 관련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먼저 TPP와 관련하여 일단 관망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 현재로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TPP 협상이 성사될 경우 향후
일본의 행보는 한국의 일차적 고려사항이 될 것인바, 만일 일본이 TPP에
공식 참여하면 한국도 결국 참여해야 할 것임.
- 또한 TPP가 기존 한·미 양자 FTA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한국으로서는
참여할 유인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미국이 대중 견제구도 형성을
목표로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임.
-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한·중 양자 FTA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
한편 RCEP의 경우 성사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한국은 두 가지 고려사항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첫째, 일단 외교적 차원에서 ASEAN의 주도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바,
RCEP에 대한 큰 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고려 때문임.
- 둘째, 향후 협상 시 한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주장함으로써 RCEP
성사에 훼방꾼(spoiler)으로 비치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인바, 어차피
ASEAN도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향후 한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는 한·중·일 3국 FTA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3국 FTA의 정치, 경제적 의미와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상호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3국 전체를 하나로 묶는 기본 틀과 함께 양자 간
FTA 협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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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3국 FTA 협상은 3자 및 양자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
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양자 FTA 협상은 3국 FTA 협상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자 핵심적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우선순위는 일차적으로 한·중 FTA > 한·중·일 FTA >
RCEP > TPP의 순서가 될 것임.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한국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각별
한 지분의식을 갖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과 연구그룹(EASG)은 ASEAN+3 협력체제의 비전과 행동계획을
제시했는바, 이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현은 암묵적으로 한국의
주요 외교목표가 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외교목표에 대해 동북아시대 구상에 몰두했던 노무현 정부
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신아시아 외교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았음.
- 물론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2005년 EAS 출범 이후 ASEAN+3와
ASEAN+6 구상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대립, ASEAN 내부의 의견
불일치,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개입 강화 등의 외부변수들이 깊이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음.
문제는 최근 ASEAN이 이러한 구상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임.
- ASEAN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체 구축을 최우선시 하면서, ASEAN+3
중심의 EAFTA 대신에 ASEAN+6 중심의 RCEP을 추진키로 한 것임.
- 특히 한국이 제안한 EAVG II를 통해 정치적 함의를 가진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EAC)를 사실상 거부했으며, 대신 기능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축소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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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EAVG II를 통해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본 방향을 ASEAN+6
중심의 RCEP으로 설정한 것은 더 이상 ASEAN+3 중심의 EAFTA를 추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결국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가능
하지 않은 상태에 와 있다 할 것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FTA가
성사되어 여기에 ASEAN이 합류할 경우 실질적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한·중·일 3국
FTA 협상타결 자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임.
따라서 한국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와 관련한 제반의 조건들을 재점
검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총체적인 숙고가 필요함. 즉 과연 기존
ASEAN+3 협력체제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다소 이상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ASEAN, ASEAN+3, EAS 등에 대해 다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국익
을 최우선시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지속해나가야 할지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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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미･중 경쟁과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
“동적평형(Dynamic Equilibrium)”
독트린을 중심으로
목

차

1. 미·중 경쟁과 ASEAN의 딜레마
2.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 독트린
3. 주요 외교 현안
4. 문제점 및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1. 미·중 경쟁과 ASEAN의 딜레마

최근 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전략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도 그 예외가 아님. 오히려 동남아 10개 중소국가들로 구성된
ASEAN은 미·중 간 영향력 경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
에 처해 있음.
동남아 국가들은 과열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경쟁의 와중에서 양대 강대세력
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고 있으며, 최악
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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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의 영향력 증대
198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제무대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친중화를 목표로 1990년대 말부터 ASEAN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음.
-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1990년대 초반 과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ASEAN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
했으며,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는 활발한 경제협력과 매력
적 외교공세를 통해 ASEAN 국가들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입지를 착실히
다져왔음.
- 동시에 중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의 전통적 우호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
으로써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도모해 왔음.
궁극적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
과 관계 강화에 몰두했던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우선적
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친중화와
ASEAN의 지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임.
- 급성장하는 경제력과 매력적 외교공세를 통하여 중국의 대(對) ASEAN
접근강화는 적어도 2000년대 말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
- 2000년대 말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이 지역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미국의 기존 영향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일부의 평가가
나올 정도였음.

나. 미국의 무관심
반면 1975년 월남전 패배 이후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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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 이후 미국은 동남아에서 베트남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해군력 신장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말 소련방의 붕괴와 냉전종식 이후 방만한 군사비 지출삭감을 위해 더 이상
동남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1992년 필리핀의 대규모 해공군 기지 철수를 전격 단행한 미국은
상당 기간 동남아 지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해 왔음.
- 더욱이 2001년 9.11 사태로 미국 대외정책의 초점이 “테러와의 전쟁”과
중동지역으로 옮겨지면서 미국은 계속 동남아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
해왔으며,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 왔고,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아·태 해역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순시를 통해 이 해역을 지배하는 유일한 역외세력으로서 미국은 결코
동남아를 완전히 떠났던 적은 없었으며, 다만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것임.

다. 미･중 경쟁 가시화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현상이 역전되고,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은
미·중 간 영향력 경쟁의 새로운 장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음.
-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이 보인 강경하고 공세적인 대외 행태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내부적 우려를
증폭시켰는바, 이 시기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이를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
고 외교적 타협의 여지를 배제했기 때문임.
- 이로써 중국은 갑자기 동남아 외교 무대에서 “공적”으로 각인되었으며,
지금까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던 다수 역내 국가들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함으로써 그간 축적했던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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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문제와 중동지역에 몰입했던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으로서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새삼 강조하기 시작했는바, 이는 물론 아시아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특히 2010년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는
미국의 대ASEAN 관계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음.
-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안보, 경제협력 관계
를 재강화하기 시작했는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전통적
우호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남중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당사국인 베트남과
새로운 민주화 여정을 시작한 미얀마 등과도 양자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
하기 시작함.
- 또한 2011년부터는 ASEAN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공식 참여함으로써 대중국 견제 구도를 가시화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
하기 시작했음.

라. ASEAN의 딜레마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강화를
환영하고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미국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동시에 미·중 간 과도한 전략경쟁이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국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필요한 존재이나 안보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위협적 존재이며, 미국도 대중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이나 미국과의 과도한 의존적 관계 또한 자신들에게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ASEAN은 각 회원국들 마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 내지는 선호도가
서로 달라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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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은 중국견제에 상대적으로 적극
적인 입장인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상대
적으로 친중적 성향을 보여 왔으며, 특히 캄보디아는 대표적 친중 국가임.
-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민주화 과정에 들어서기 시작한 미얀마는 보다 미국에 가까워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같이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나, 향후 제로섬(zero-sum)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미·중 경쟁 하에서 이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
할 것임.
현재 동남아 국가들의 최대 딜레마는 미·중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 되어 궁극적
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또는 가능성은 상대적
으로 크지 않으나 향후 미·중이 합의하여 이 지역을 공동지배(condominium
of power)할 가능성임.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는 모든 동남아 중소
국가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ASEAN에게는 이러한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 강구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2.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 독트린
가.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Dynamic Equilibrium)” 독트린은 미·중 경쟁에 대한
ASEAN의 전략적 대응 양식이라 할 수 있음. 이 독트린은 인도네시아 유도
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집권 2기(2009-2014년) 외교장관
마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에 의해 제시되었음.
동적평형이란 원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사회현상에 관해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바, 일반적인 정의는 “외견상 정지하여 변화가
없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체되는 것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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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의미함.
- 따라서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힘의 균형”과는 차별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힘의 균형이 제로섬적 게임이라면 동적평형은 비제로
섬적 게임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임.
동적평형 독트린은 구체적 내용과 정교한 전략을 포함한 공식적 외교정책이
라 할 수는 없음. 다만 큰 틀에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외교정향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것인바, 단적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그 어떤 강대세력도
지배적이고 완전한 승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전략임.
- 인도네시아는 현재와 같은 강대국 간 경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영토분쟁,
무력충돌, 양극화 등 대결적 양상을 띠는 힘의 균형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역내외 중견국들(middle powers)이 주도하는 안보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하고 중첩된 다자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감으로써,
역내외 어떤 국가도 배제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 강대세력도 주도적 지위
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가려는 것임.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속해 있는 동남아 국가 연합체인 ASEAN의 역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DMM-plus),
ASEAN+1, ASEAN+3(한·중·일), EAS 등 ASEAN 중심의 각종 다자협력체제
및 다양한 차원의 양자 또는 삼자 관계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임.
- 이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과
한국, 호주 등 역외 중견국들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EAS가 가장 중요한 기제
라고 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는 중첩된 각종 다차원적 지역협력체제 운영을 통하여 미국, 중국
양대 세력을 상호 호혜적이며 상호 분리된 다양한 협력체제에 몰입케 만들어
나감으로써, 양대 세력을 복합적 협력의 틀 안에 묶어 두려는 외교적 시도를
하려는 것임.

224
ASEAN 연구기행

- 즉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이해관계를 총망라하는 복합적 협력틀
안에서 상호불신, 불통, 오해, 오산, 오판 등을 불식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와 “상대”를 구분하는 상호 적대적 편 가르기를 방지하고 일방적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동적평형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나. 역사적 배경과 외교전통
인도네시아는 1949년 독립 이래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외부 강대세력으로
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롭고 적극적(free and active)”인 외교정책을
펼쳐왔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음.
- 초대 부통령 하타(Hatta)는 “두 개의 암초 사이에서 노 젓기(rowing between
two reefs)”라는 구호를 통하여, 당시 인도네시아 최선의 외교정책은 미·소
대결과 같은 냉전적 국제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음.
- 이러한 외교노선에 따라 1955년 인도네시아는 반둥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의 비동맹 중립 운동을 주도한바 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비동맹 그룹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음.
- 또한 1967년 ASEAN 창설을 주도했던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자율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는 최근 ASEAN이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소위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라는 원칙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외교전통을 언제나 일관되게 유지해 오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임.
- 수카르노(Sukarno) 집권 후반기의 “교도 민주주의(1958-65년)” 시기에 인도
네시아는 좌경화되어 외교적으로 소위 “자카르타-북경-평양 축(JakartaBeijing- Pyongyang Axis)”을 형성한바 있음.
- 반면 수하르토(Soeharto) 집권(1965-1998년) 시기 인도네시아는 표면적으
로 제3세계 비동맹 그룹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편향된 외교노선을 유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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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식민지 경험을 했던 인도네시아인들은 외부 강대
세력에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것 자체를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뿌리 깊은 민족
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음. 비록 수카르노 시기 한때 중국과 연대했고 수하르토
시기 현실적 필요에 따라 친미 노선을 견지하기는 했으나, 다수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특정 외부세력에 자신들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현상에
강한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음.
- 세계 최대 회교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정체성은 미국과 같은 특정
서방세력에 대한 내부적 유보감을 배태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해
왔으며, 동남아 국가 중 반화교 정서가 가장 강한 국가라는 점도 이를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 어느 쪽에도 편향적으로 기울지 않겠다는
동적평형 독트린과 같은 21세기 대외 행태는 인도네시아의 오랜 외교전통
에서 볼 때 결코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역량
(1) 국제적 위상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권위주의 군부통치체제가 무너진 이후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조정자(bridge-builder) 또는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를 자임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차원에서는 역외 강대국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동적평형 독트린을 구현코자 하고 있음.
-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되고
2009년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했으며,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6% 이상의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2020년까지 6.5%의 고성장을 예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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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지표들을 참조할 필요
가 있음.
<표> 인도네시아 관련 지표
인도네시아 위상
동남아 최대 국가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

상세 지표
동남아 총인구와 전체 GDP의 각각 약 40% 차지
총인구 약 2억4천만 명 중 85% 이상 회교도

세계 3대 민주주의 국가 인구수로 인도, 미국 다음의 민주주의 국가
G-20 회원국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중견국가로서 한국, 호주와 함께 참여

(2) 역내 리더십
인도네시아는 영토, 인구, 자원, 경제력 측면에서 동남아 최대 국가임.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자연스럽게 동남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음.
- 30년 이상 장기집권 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은 1967년 ASEAN 창설 이래
동남아 지역협력을 사실상 주도해 왔음.
- 물론 ASEAN은 공식적으로 주도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사결정도 실제로
만장일치제에 가까운 “협의와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음.
- 다만 수하르토 퇴진 이후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 인도네시아는 한때 과거와
같은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했으나, 2004년 집권한 유도요노 대통령이 2009년
재선에 성공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함으로써 최근 ASEAN 내에서 또 다시
자연스럽게 지도력을 발휘할 여력이 생겨났음.
ASEAN은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 독트린을 구현하는 일차적 기제임. 인도네
시아는 ASEAN 내 역내 리더십을 바탕으로 ASEAN 주도의 다양한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역외 국가들을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는
외교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ASEAN 국가들이 순번제로 의장국을 맡고 있는 ARF, ASEAN+3, EAS 등
각종 다자협력 과정에서 의제설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ASEAN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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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관철하고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3. 주요 외교 현안
가. 역내 안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 독트린이 가장 가시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외교 현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임. 주지하다시피 동남아 지역의 최대 안보과제는 남중국해
분쟁 해결인바, ASEAN의 역량과 힘만으로는 비타협적인 중국의 일방적 외교
행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ASEAN이
주도하는 EAS에 미국을 참여시켜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구도를 설정한 것임.

(1) 영유권 분쟁의 개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 간 오랜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음.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반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루네이는 각각 그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음.
- 이들 중 베트남과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미 수차례의 소규모
무력충돌과 해상대치 상황이 이어져 왔음.
- 1990년대 초반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 공식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이
문제는 양측 간 협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ASEAN 당사국들과
각기 개별적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ASEAN은 이 문제
가 ASEAN 전체의 이익과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과 ASEAN 간 다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 즉 강대국인 중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힘으로 당사국들을 각개격파 하겠다는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대 ASEAN 간 다자협상 구도를 만들어 힘의
열세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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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양측 간 본격적인 양자 또는 다자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양측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2002년에 “남중국해 행동수칙
(2002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에
합의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은 선언에 불과한 것임.
- 따라서 ASEAN측은 이 행동수칙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규범(Code
of Conduct: COC)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보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이에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2) 인도네시아의 이니셔티브
비록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은 아니지만 동 문제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계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해로 확보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17,000여개 도서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이 해역에서 자국을 방어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등 관련 강대국
들이 UN해양법(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을 준수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
- 따라서 최근 중국이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인도네시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음.
그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비당사국으로서 독자
적 중제자 역할을 자임해 왔음. 그런데 최근 중국이 자국의 남중국해 영역에
인도네시아령 나투나(Natuna)섬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포함시키면서부터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당사국의 입장에 서게 되었음.
-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대해 UN해양법에 따른 분쟁해결 원칙을
재차 촉구한바 있음.
- 또한 2011년 7월 중국과 ASEAN은 2002년 행동수칙 선언에 대한 일련의
지침안(guidelines)에 합의했으나, 민감한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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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즉 ASEAN측은 사전 군사훈련 통보라든지 공해상 행동규칙 등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제안들이 포함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
의 반대로 결과는 실망스런 것이었음.
결국 인도네시아는 미국을 ASEAN이 주도하는 EAS에 참여시켜 외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게 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 새로운 관심을 표명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
ASEAN 접근을 환영하고, 2010년 EAS에 최초로 참석하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항해의 자유, 해양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국제법 준수” 등을 강조한
힐러리(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의 입장표명을 이끌어 냈으며, 2011년에
는 ASEAN 의장국으로서 미국의 EAS 공식참여를 최종적으로 성사시켰음.
-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ASEAN이 기합의 한 2002년 남중국해 관련
행동수칙 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역적 규범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음.
- 2011년에 이어 2012년 EAS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속 참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ASEAN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이어 나갔음.

나. 역내 경제협력: TPP와 RCEP
인도네시아는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을 EAS에 끌어들여 중국견제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을 ASEAN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참여시켜 미국 주도
의 TPP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즉 안보적 차원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을 활용해 나가되, 경제적 차원에서는 미국주도의 경제통합
구도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중국 어느 일방도 이
지역에서 완전한 승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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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주도의 TPP 변수
동아시아 경제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ASEAN은 장고를 거듭해
왔음.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대안으로서 1997년에 출범한 ASEAN+3(한·중·
일) 협력체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 FTA: EAFTA)를 2005년
출범한 EAS는 ASEAN+6(한·중·일+인도, 호주, 뉴질랜드) 중심의 동아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이라는 또 다른 경제통합구도를 제시하면서 지난 수년간 상호 경쟁·
대립해 왔음.
-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EAFTA를 선호한 반면,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은 CEPEA를 대안으로 간주해 왔으나,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특히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ASEAN+3 국가들 중심의 EAFTA가
성립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중국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강한 유보감을 표시해 왔음.
그런데 최근 미국 주도의 TPP 협상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함.
- 2006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에 의해 시작된 TPP 협상은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미국 중심의 아·태 경제통합구도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말레시아, 베트남 그리고
금년에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게 됨.
- 미국 주도의 TPP는 사실상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TPP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또는 대중국 견제
구도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음.

(2) 인도네시아의 RCEP 추진배경
한편 ASEAN 차원에서도 TPP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
었는바,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시아, 베트남 4개국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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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미국은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를 강력히 종용하고 있음.
- 하지만 대외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개방에 유보
적인 인도네시아는 최고 수준(golden standard)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TPP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역내 후발국가들의 참여 역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임.
만약 ASEAN 10개국 전체가 TPP에 참여한다면 사실상 미국이 아·태 경제
통합을 주도하게 됨은 물론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구도가 형성
될 것이며, 미국은 EAS 참여를 통해 정치·외교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리한 구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차원에서 실질적 승자가 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동남아국가 모두가 TPP에 참여할 경우 ASEAN의
존재감은 무력화되고 위상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임.
- 더욱이 2013년부터 한·중·일도 동북아 3국 FTA 결성을 위해 협상을 개시키로
결정한 것도 ASEAN에게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인도네시아가 ASEAN을 중심으로 RCEP을
조속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RCEP은 ASEAN과 양자 FTA를 기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ASEAN 중심의 다자적 FTA틀에 통합시켜 나가겠
다는 구상임.
- ASEAN은 중국이 추진코자 했던 EAFTA를 사실상 거부하고 일본이 제안한
ASEAN+6 중심의 CEPEA 구상을 ASEAN 차원에서 재포장한 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편 중국도 RCEP 참여를 통해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인도네시아와 ASEAN의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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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전망
가. 독트린 추진의 문제점
(1) ASEAN의 내부적 통합성 유지 문제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ASEAN 회원국들 간 내부적 통합성을 유지해야만 하는바, 이는 현실적
으로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라 할 것임. ASEAN 회원국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자는 큰 틀에 대해서는 항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많은 경우 구체적
사안들과 관련하여 각국 간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임.
- 중국과 직접적 충돌을 빗은 베트남과 필리핀은 ASEAN의 적극적인 옹호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구하고 있는 반면, 여타 비당사국들은
사실상 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임.
주지하다시피 2012년 7월 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ASEAN 외무장관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음.
- 이는 ASEAN 45년 역사상 초유의 불명예 사건으로서 중국이 배후에서 친중
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조종한 결과인바, 이 사건으로 캄보디아의 외교적
위상이 추락하고 중국도 비난을 받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간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의 명성에 심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임.
- 또한 ASEAN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ASEAN 중심의 지역협력 원칙, 즉
ASEAN 중심성도 ASEAN 내부의 통합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ASEAN 주도국 인도네시아의
역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ASEAN 내부 조율을 시도했으나,
완전한 성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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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사건 직후 ASEAN 10개국 전체를
왕복 순방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해결을 위한 6개 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했음.
- 하지만 이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회원국들 간 입장 차이를 잠정적으로 봉합한데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2) 역내 경제통합의 한계성
ASEAN이 추진하는 RCEP도 여전히 내부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우선 ASEAN이 자신들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6개 역외국들과 FTA를 성사
시킬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임.
- 또한 ASEAN 주도로 16개국 간 FTA협정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대외 개방도가 한·중·일은 물론 동남아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인도가 참여한다면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렇다면 RCEP의 효과와 영향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로 기존 ASEAN+1 FTA를 다자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을 것임.
- 그럴 경우 과연 RCEP이 미국 주도의 TPP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반면 TPP가 RCEP 보다는 분명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연 미국의 희망대로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체가 될 수 있을지도 여전
히 의문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나. 평가 및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 독트린은 최근 중동지역 터키의 새로운 외교적 이니
셔티브인 “갈등 제로 이니셔티브(Zero Conflict Initiative)”와 더불어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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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의 캐나다와 멕시코, 동아시아의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중동의
터키, 북유럽의 스웨덴 등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대표적인 중견국들임.
- 그들 중 오로지 인도네시아와 터키만이 동남아와 중동이라는 지역 내 리더십
을 바탕으로 독자적 외교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동적평형 독트린은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고, 정치적 구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실제로 구체적 정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 예컨대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 독트린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어떤 세력에게도 적이 되지 않겠다(million friends,
zero enemy)”라는 정치적 수사를 즐겨 사용하고 있음.
또한 동적평형 독트린의 추동력은 인도네시아와 ASEAN의 소프트 파워에 기반
하고 있는 것인바, 과연 중견국 또는 중소국가 연합체가 주도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태의 다자협력 방식이 역외 강대세력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당연히 제기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은 미·중 간 불필요한
마찰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외교역량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가능함.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적평형 독트린의 미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여부 및 정책방향에 달려있다 할 것임. 향후 중국이 영유권 문제에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면 동적평형 독트린은 더욱 무의미해 질 것이며, 만약 중국
이 입장을 선회하여 ASEAN이 요구하는 다자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
다면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할 것임.
- 물론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함.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새 지도부가 향후 적절한 시점에서 대내외적
조건들이 성숙될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극적인
외교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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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중국은 러시아, 베트남 등과의 국경확정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외교
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임.
- 즉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ASEAN을 친중화 하기
위해서 결국 상호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ASEAN 국가들과 자원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양법에 따라 해양경계를 확정할 가능
성도 있을 것임.

5. 한국의 고려사항
가. ASEAN 주도 다자협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
동적평형 독트린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수단은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EAS라고 할 수 있음. 특히 2011년 미국이 EAS에 참여한 이래 EAS의 정치적
비중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조직화, 제도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05년 동아시아 역내외 국가들의 지도자들 간 전략대화체로 출범한 EAS는
최근 기존 ASEAN+3 협력체제와 유사·동일한 협력 의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음.
- 이는 향후 기존 ASEAN+3 협력체제와 중복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ASEAN+3 협력체제와 EAS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잣대는
금융협력 분야임.
- 주지하다시피 ASEAN+3 협력체제는 ASEAN국가들의 유보적 입장 때문에
사실상 EAFTA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ASEAN 주도로
ASEAN+6 중심의 RCEP이 추진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ASEAN+3 협력은 정치적 모멘텀을 상실해 가고 있음.
- ASEAN+3 협력체제의 최대 성과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인바, 이는 13개국
간 양자 및 다자 통화스와핑을 중심으로 한 역내 금융협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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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향후 호주, 인도 등 EAS에 참여하는 비ASEAN+3 국가들이 이에
참여하게 된다면, ASEAN+3 협력과 EAS 협력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수
도 있을 것임.
- 이미 호주와 인도는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측면에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와 관련한 제반의 조건들을 재점검
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총체적인 숙고가 필요한 시점임. 즉 과연 기존
ASEAN+3 협력체제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다소 이상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ASEAN, ASEAN+3, EAS 등에 대해 다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견지해 나가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재검토
해 나가야 할 것임.

나. “한국형” 중견국 외교 모델 모색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신정부는 중견국 외교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음. 한국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중견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
하지만 중견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고 중견국 외교의 실제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중견국 외교모델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라 할 것임.
- 우선 중견국에 과연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강대국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같은 소규모 도시국가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그 범주가 명확치 않음.
- 또한 인도네시아처럼 역내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자협력을 통해 미국, 중국
등 강대국간 균형 또는 평형적 관계를 추구하는 모델부터 캐나다, 호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범세계적 주요 이슈를 여타 중견국가들과 연대
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모델 등 매우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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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문제 해결이 항상 최대 외교현안이 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에 대해 균형정책을 추구하거나 조정자 역할을 모색하려
는 인위적 노력들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오히려 역내외 강대국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적 역할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전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하나의
중견국 외교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터키,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주요
중견국들과 연합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거버
넌스를 설계·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도 중요한 선택사항이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핵심적 중견국가들, 예컨대 G20
Friends of Los Cabos(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멕시코) 국가들 간 기존의
외교장관급 협의체를 정상회의체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연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238
ASEAN 연구기행

2013. 11. 18.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13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한-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목

차

1. 2013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1. 2013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ASEAN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부르
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3년 10월 9-10일간 브루나이
에서 제22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과 제16차
ASEAN+1 양자회의에 이어, 제16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이와 동시에 ASEAN은 제1차 ASEAN-미국 정상회의와 제11차 ASEAN인도 정상회의도 함께 개최하였음.
- 하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문제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케리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양측은 2014년 미얀마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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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최근 중·일, 한·일 간 역사문제 및 영토갈등의 여파로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되지 못했음.

2. 정상회의의 주요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ASEAN 정상들은 2013년 10월 현재 2015년 말까지 완결 목표인 ASEAN 공동체
형성 달성률이 82.5%임을 확인함.
- 각각 정치안보 공동체 78%, 경제공동체 79.7%, 사회공동체 90%가 달성됨.
- 이와 관련 ‘2015 ASEAN 공동체 비전을 위한 반다르 세리 베가완 선언’을
채택하여 ASEAN 공동체 지속을 위한 협의 및 결속강화를 강조함.
정상들은 ASEAN 정치안보 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화상대국 및 역외국들과
활발한 접촉은 물론 남중국해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해양법(UNCLOS, 1982)
준수를 재확인함. 또한 ASEAN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호무역 반대입장
고수, 대외 FTA체결 확대 그리고 대화상대국 및 역외국들을 상대로 ‘RCEP+
ASEAN+1 FTA 모델’ 추진에 대해 논의함.
동시에 2014년 ASEAN 의장국 수행과 관련하여 미얀마의 인프라 구축 및
정세안정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노력과 지원을 약속함.

나. 한-ASEAN 정상회의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ASEAN측에게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평화, 공동번영, 공동
발전을 지향하자는 대ASEAN 관계강화 메시지를 천명했으며, ASEAN측도
이를 환영하며 함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시켜나갈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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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한-ASEAN 간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한ASEAN 안보대화’와 ‘한-ASEAN Business Council’ 신설을 각각 제안했으며,
ASEAN측은 이를 환영함.
양측은 2009년 한-ASEAN FTA 타결, 한-ASEAN 센터 설립, 2010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2012년 주ASEAN 대표부 설치 등 최근
한-ASEAN 간 일련의 관계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양측은 한-ASEAN FTA 체결이후 양측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1300억불을 돌파한 것을 평가하고, 한- ASEAN FTA를 더욱 심화
(upgrade)시켜 2015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함.
- 양측은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을 위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connectivity) 증진이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한국은 2014년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 등을 통해 메콩 지역 지원을 확대하고, 2012년 9월
국내에서 출범한 ASEAN 연계성 TF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함.
- 이와 함께 ASEAN측은 2014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아
2014년에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함.
한편 한국은 북핵포기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ASEAN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ASEAN측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다. ASEAN+3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은 ASEAN+3 협력체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 식량,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역내
가장 제도화된 협력체로 발전해온 점을 평가함.
- 정상들은 ‘ASEAN+3 Work Plan 2013-2017’이 제출된 것을 환영하고,
동 계획이 향후 5년간 ASEAN+3 차원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나가는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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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종료
되기를 기대하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2배 확대,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국제기구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새로운 로드맵 플러스(New
Roadmap+)의 진전 등을 환영하는 동시에, 금융위기시 회복력 제고 차원에
서 CMIM 등에 대한 지속적 강화 필요성에 공감함.
- 또한 ASEAN+3 비상 쌀비축협정(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기대함.
이와 함께 정상들은 한국의 제안으로 2012년 12월 채택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보고서의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되어, 2014년
차기 정상회의에 권고사항별 구체 행동계획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제출
되기를 기대함.
- ASEAN 정상들은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출범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ASEAN 연계성 마스터 플랜(MPAC)의 이행에 있어 한·중·일 3국의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함.
- 정상들은 ASEAN과 한·중·일 각국 간 무역, 투자, 관광, 교육 활성화에 있어
3국 ASEAN 센터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3국 센터 상호 간 경험 및 아이디어
공유 제안을 환영함.
한편 각국의 정상들은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을 환영함.

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은 EAS 협력 점검 및 미래발전 방향, 기존 6개 협력사업(환경,
에너지, 교육, 금융, 자연재해, 연계성 등), 남중국해 문제, 북핵 및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정상들은 아태지역의 재난예방, 관리 및 위기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식량안보에 관한 제8차 EAS 선언’ 채택을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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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향후 EAS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014년에
‘EAS의 미래방향’ track II 포럼개최를 추진 중임을 발표함. 또한 러시아는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하고 2014년 러시아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을 표명함.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시리아내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함. 또한 시리아
내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UN 안보리결의 이행촉구 및 제2단계 제네바회의
개최를 지지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ASEAN 간 남중국해 행동
규범(CoC)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 개시를 환영하고, 동 협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여 조속한 CoC 체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함.
- 중국과 ASEAN측은 2013년 9월 중국 쑤저우에서 최초로 CoC 협의를 시작
한바 있음.
한편 EAS 정상들은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함.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3와 EAS 간 역할 분담 필요성 대두
EAS가 출범한 이래 기존 ASEAN+3와 EAS 간 중복성의 문제와 역할 분담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애초 EAS 설립구상은 ASEAN+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였으며, 기존 ASEAN+3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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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느닷없이 2004년 초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를 조기 출범
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EAS 주도 가능성을 우려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EAS에 추가로 참여시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임.
이러한 혼선은 2005년 ASEAN+3와 EAS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가시화되었음.
- 제1차 EAS 주요 결과는 첫째,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ASEAN이
‘주도적 역할(driving force)’을 담당하고,
- 둘째,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계속하여(continue to be)’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된 기제(main vehicle)’가 될 것이며,
- 셋째, 역내 지도자들간 전략대화체인 EAS는 보완적 기제로서 “이 지역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라고 명시하지 않은)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는 것이었음.
이후 ASEAN+3와 EAS는 상호보완적 협조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중복적 또는
심지어 상호 경쟁적 성격마저 띠어왔음.
-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부 ASEAN국가
들은 ASEAN+3 중심의 EAFTA를 일본과 일부 ASEAN국가들은 EAS에
참여하는 ASEAN+6 중심의 CEPEA를 각각 주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EAS 차원에서 6개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 추진함
으로써 기존 ASEAN+3 협력사업과 중복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음.
- 특히 호주, 인도, 일본 등 일부국가들은 EAS 협력사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왔음.
더욱이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참여함으로써 EAS의 대외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EAS내 역학구도는 한층 더 복잡하게 되었으며, 2012년 제2차
EAVG를 통해 향후 ASEAN+3 경제통합의 기제로서 EAFTA가 아닌 ASEAN+6
국가들이 참여하는 RCEP이 채택됨으로써 ASEAN+3와 EAS 간 경계가 더욱 더
모호해 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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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는 모멘텀을 상실
하게 되었음.
따라서 EAS 참여국 간 ASEAN+3와 EAS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애초 전략대화체로 출범한 EAS가 ASEAN+3와
중복된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EAS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은 향후 EAS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EAS 미래방향’ 트랙II 포럼 개최를 제안하게
된 것임.
- 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역할 분담은 ASEAN+3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가 되어야 하며, EAS는 본연의 전략대화체로서 역내 정치·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감으로써 양대 협력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 하지만 EAS내 다양한 회원국들이 ASEAN+3와 EAS에 대해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EAS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나. 한-ASEAN 양자관계의 중요성 증대
한국에 있어서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한-ASEAN 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점임.
- 무엇보다도 ASEAN은 무역, 투자, 건설 등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국에게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라는 점이며, 향후 양측의
경제관계는 더욱 심화·확대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임.
- 뿐만 아니라 ASEAN은 ARF, ADMM+, EAS 등 역내 정치·안보문제를
다루는 협의체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해결
에 중요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주체임.
- 따라서 ASEAN은 전통적으로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소위 동북아 4강에 버금가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외교의 대상
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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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회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ASEAN+3와 EAS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한국에게 ASEAN과의 실질적 양자협력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게 했음.
- ASEAN+3는 여전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ASEAN+6 중심의
RCEP 추진이 결정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모멘텀을 상실
케 되었음.
- EAS도 미국 대통령의 불참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내부적으로 EAS 성격과 발전방향을 재정립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신정부의 첫 번째 대ASEAN 접촉이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회의는 한국에게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됨.
- 한국의 신정부는 대ASEAN 중시 입장을 천명했는바, ASEAN국가들은
이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자고 응답했음.
- 사실 일부 ASEAN국가들은 한국 신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중견국외교 등 3대 외교기조에 동남아가 빠진데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는바, 이러한 우려는 일단 해소되었음.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양측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ASEAN 안보대화’와 ‘한-ASEAN Business Council’ 설치를 제안했으며,
ASEAN은 이를 적극 환영했음.
- 특히 한-ASEAN 안보대화는 ASEAN이 역외 국가들과 최초로 시작한 양자
안보대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심장하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제고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ASEAN은 관심사인 비전통 안보문제를 협의하려
할 것임.
- 하지만 한-ASEAN 안보대화는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바,
동아시아 지역에서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구도하에서 중견국인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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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국가연합체인 ASEAN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는 한-ASEAN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다. 한국의 외교구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
이번 회의를 통하여 가장 가시적인 한국의 외교적 성과는 한국정부의 주요 외교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임.
- 한-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EAS 의장성명에 각국의 정상
들이 한국의 외교구상을 환영(welcomed)한다는 문안이 포함되었음.
이는 그간 한-미, 한-중, 한-베트남 등 양자차원에 이어 다자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외교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전략포럼인 EAS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회의체라 할 수 있음.

라. 남중국해 문제와 미·중 경쟁구도 지속
이번 회의를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다소의 진전이 있었음은
확인되었으나, 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구도는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줌.
- EAS에서 지난 9월 중국 수저우에서 개최된 중국-ASEAN 간 CoC 협의
개시에 대해 대체로 환영과 진전기대 등 긍정적 언급이 많았으나, 동 협의가
중국측의 시간벌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ASEAN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은 CoC의 조속한 체결을 강조함.
특히 미국과 중국은 2011년과 12년에 이어 EAS에서 남중해 문제에 대해 설전
을 이어 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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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 간의 문제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아태
지역 해양안보는 모든 국가들 공통의 관심사라는 주장을 개진하자,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박함.
- 중국측은 남중국해 문제는 항해의 자유와 영유권 분쟁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바, 전자는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나 항해의 자유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며, 분쟁의 소지는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당사국 간의 문제라는 논리로 재반박하였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신중히 상호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했음.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미국의 역내 영향력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은 조용히 ASEAN 국가들에게 실질적 접근을 강화해 나감
으로써 2010년 이후 실추된 이미지를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차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내문제로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부정적 요인
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리커장 총리는 APEC과 ASEAN+3 및 EAS를
전후로 다수 역내 국가들을 분주히 순회방문하면서 중국과 ASEAN 국가 간
양자관계를 증진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기도 함.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ASEAN 국가들이 오바마 집권 2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ASEAN 국가들 간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대두되고 있는바, 집권 1기 오바마 행정부가 EAS 가입
등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권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문제에 매달려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지역을 거의 방관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특히 케리 국무장관은 전임 힐러리 국무장관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개입정책의 일부 재고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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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미국의 대동남아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일부 동남아국가들은 내부
적 불안감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개입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강경한 대외행태로 주변국들, 특히 다수
ASEAN국가들에게 신뢰를 크게 상실한 중국은 이후 ASEAN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호의적 외교 제스쳐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입지
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중국은 ASEAN측이 계속 요구해온 CoC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으며,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는 지난 1-2년 전까지도 표명되었던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공개적인 반감도 거의 눈에 띠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 상당수 ASEAN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시간벌기 전술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남아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구도
는 계속 유지될 전망됨.
- 비록 미국이 중동문제와 국내문제로 당장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결코 동남아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임.
- 하지만 문제는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사하듯이 미국의 패권은 점진적
으로 쇠퇴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지속 성장하여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미국과 위치가 역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일 것임.

마. 한·중·일 3국협력의 불확실성 증대
주지하다시피 금년에도 2012년에 이어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
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일, 한·일 간 최근의 역사 및 영토
문제로 결국 개최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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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 동안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물론 한·일, 중·일 간 양자정상회의도
사실상 개최되지 못했음.
문제는 당분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물론 중일, 한·일 간 양자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임. 뿐만 아니라 3국 간 경제통합을 상징
하는 한·중·일 FTA 협상도 공식 개시되기는 했으나, 금년에 단 한차례 회의가
개최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임.
- 이 회의에서 3국은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는바, 특히 일본은 3국 FTA의
개방 수준을 미국이 주도하는 TPP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한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향후 한·중·일 3국협력을 기대하거나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ASEAN+3 및 EAS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임. 한·
중·일 3국협력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관성적으로
ASEAN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을 것임.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2014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준비
한국은 2014년 12월 한-ASEAN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ASEAN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주지하다시피 2014년 정상회의는 2009년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인 만큼,
준비기획단 출범, 관계법령 준비, 관련 부대행사 개최 등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한-ASEAN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한국은 ASEAN과 기존의 상호협력관계를 뛰어넘는 새롭고도 구체
적인 협력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ASE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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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게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어떤 것들
인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나. 대동남아 ODA 정책 전환
향후 한국은 기존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대동남아 ODA 정책을 기술협력
중심의 ODA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한국의 ODA는 그 규모면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ASEAN도 한국의 인프라 투자 ODA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반면 ASEAN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협력을 강력
히 요망하고 있음.
- 현재 ASEAN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해외 다국적 기업(FDI)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은 자체 연구개발(R&D) 능력이 취약하며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임.
- 따라서 다수 ASEAN국가들은 한국처럼 자국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바, 한국이 과거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가
어떻게 협력했고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있었는지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음.
- 향후 한국이 ASEAN국가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기여 방안들을 제시할
경우, 이는 일본 및 서국국가들의 ODA 정책과 차별화가 가능하며, ASEAN
국가들도 전폭 환영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러한 기술협력 중심의 대ASEAN ODA 정책을 2014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천명함으로써, ASEAN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DA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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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한국이 양측 간 중소기업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한ASEAN Business Council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할 것임.

다. EAS 미래방향 선도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EAS 미래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트랙II 포럼을 추진
할 예정임. 따라서 내년에 동 회의 개최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다른 회원국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차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성공적인 포럼개최를 통해 EAS 미래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EAS에 제시
함으로써, EAS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역내 역동적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필요가 있음.

라. EAS내 중견국 협력모색
최근 한국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함께 중견국 연합체인
MIKTA를 공식 출범시킨바 있음. 이는 중견국외교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외교적
행동반경을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미있는 외교성과로 평가되며, 국제
사회에 대한 유무형의 기여와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도 지역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EAS에 MIKTA 국가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가 회원국으로 참여
하고 있는바, 한국은 동북아의 역동적 중견국이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ASEAN의 중심국가인 동시에 호주는 대양주의 대표 세력임.
- 따라서 향후 EAS 틀 안에서 이들 3개국이 중견국으로서 역내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적 역할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신중히 연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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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2014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중심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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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ASEAN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4년 11월 12일과 1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제25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 및 일본과
ASEAN+1 양자회의에 이어 제17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한-ASEAN 정상회의는 한-ASEAN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가 2014년 12월 12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관계로 이번에는 열리지 않았음.
이와 함께 ASEAN은 미국, 인도, 호주, UN과의 정상회의도 개최했음. 반면,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

253
ASEAN 연구기행

회의는 최근 중·일, 한·일 간 역사문제 및 영토갈등의 여파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지 못했음.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ASEAN 정상들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시킬 것은 재확인했음.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ASEAN 공동체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2017년 제27차 ASEAN 정상회의 시까지 마련하기로 했음.
이와 함께 정상들은 향후 ASEAN 공동체 구축과 ASEAN의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ASEAN 사무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동티모르의
ASEAN 가입신청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함.
한편 정상들은 ASEAN-홍콩 FTA 협상개시를 환영하고, 2013년부터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위한 협상도 2015년 말까지 타결하기로 함.

나. ASEAN+1 정상회의
ASEAN+중국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동남아 지역의 기간산업 건설을
위해 200억 달러의 차관을 ASEAN 국가들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ASEAN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음.
- 중국 측이 제시한 200억 달러는 우호 차관 100억 달러와 인프라 구축 차관
100억 달러로 구성될 예정임.
- 또한, 중국 측은 새로운 조약체결로 “상호 이웃하는 국가들과 모순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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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히 처리하고, 정치적이며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전 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ASEAN+일본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설명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안보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의 지원 방침을 강조했음.
- 또한, 아베 총리는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명목 등으로 260억 엔의 차관 제공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하천 정비 등을 위해 200억 엔을 제공
하기로 했음.

다. ASEAN+3 정상회의
각국의 정상들은 ASEAN+3 협력체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 식량,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견인차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함. 동시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에볼라 사태, 식량 안보,
기후변화 등 여러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하고, ASEAN+3 협력 Work Plan(2013-17)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함.
- ASEAN+3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서 역내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통화교환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를
통해 총 2400억 불 규모의 기금을 확보함.
-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을 통해 2013년 필리핀 태풍 시 약 7,000톤, 2013-14년 라오스 홍수 시
400톤 등 역내 재난 시 각국에 쌀 지원을 시행한 바 있음.
다수의 정상은 한국이 주도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II: East Asia
Vision Group II) 보고서 및 2015년에 수립될 사업별 이행계획(action plan)이
향후 ASEAN+3 협력 심화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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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2015년까지 최종 보고서의 제출을 기대하였음.
동시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EAVG II 권고사항 중 자국
관심분야에서의 기여의지를 표명함.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이를 토대로 향후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함. 또한, 2014년 12월 부산
개최 예정인 한-ASEAN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을
알리면서 ASEAN 정상들의 참석을 독려함.

라.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국 정상들은 EAS 협력 점검 및 미래방향,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퇴치 및
환경문제,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 말라리아와 에볼라 등 전염병 및 국제보건
문제, 이라크와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문제, 해양안보 및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역내경제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이와 관련 “이라크와 시리아 내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집단의 폭력성 및
잔혹성에 대한 EAS 성명”, “에볼라 발병 및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에 관한
EAS 성명”,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 퇴치를 위한 EAS 성명”, “신속재난대응에
관한 EAS 성명” 등이 채택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상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ese Sea)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함.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일본, 태국 등이 한반도의 비핵화
를 촉구함.
한편, 한국은 야생동식물 보존과 관련하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계획
및 물 관련 재난대응 측면에서 “제7차 세계 물포럼” 개최 계획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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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과 ASEAN 간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으로 2014년 12월 11∼12일간
“신뢰구축과 행복구현(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이라는 슬로건 하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양측 간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음.
- 이는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양측 간 정상회의였음.
-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한국 측은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 정상회의도
개최함으로써 각국과 양자 관계 증진을 도모했음.
한국과 ASEAN 양측은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제로서 향후 한-ASEAN
대화과정에서 정치·안보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양측은 2013년 차관보급 안보 대화를 개시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4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ASEAN 대화를 통해 최초로 안보
대화를 가졌음.
상호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함.
- 2015년 말까지 한-ASEAN 자유무역협정(AKFTA: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추가 자유화 협상 등을 통해 교역규모를 2020년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고, 동시에 양측 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함.
- 양측은 2015년 말까지 RCEP 협상을 타결해나가기로 함.
- 동남아국가들의 혁신 능력 향상, 인적자본 개발의 최적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한-ASEAN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를 설립하기로 함.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2015년부터 동남아 국민들에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ASEAN 공무원 초청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차세대
여론 주도층 초청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세대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해나가기로
함. ASEAN 측은 2017년 부산에 건립될 예정인 ASEAN 문화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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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조기 실현, 북한
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UN 안보리 결의 등 북한의 모든 국제
의무 준수,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 토대를 마련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형성 등을 촉구함. 이와 함께 ASEAN 측은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화통일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환영의 뜻을 표시함.
이와 함께 양측은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비전통 안보 의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2015년 대구
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에 ASEAN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향후 한-ASEAN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은 현재 매년 500만 달러 수준인
한-ASEAN 협력기금을 700만 달러로 증액하고, ASEAN 국가들의 이공계
인재들을 매년 100명씩 초청해 미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함. 또한
양측의 정상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 공동체의 공식 출범
주지하다시피 2015년 말 ASEAN 공동체의 공식 출범은 기정사실임.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 가장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ASEAN 경제 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될 것임.
- ASEAN이 추구하는 정치·안보 공동체 및 사회·문화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
보다 그 개념과 범주가 여전히 모호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향후 ASEAN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면 ASEAN은 많은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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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2015년 말 경제규모 3조 달러, 인구 6.4억을 웃도는 초대형 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해 단일 생산기지와 단일 시장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
지대 육성, 역내 균형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합 등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역내 국가 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역내 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이 강화될 것이며, 기존 단일창구(single window) 제도
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자 등 여타분야에도 확산될 전망임.
그러나 향후 ASEAN이 명목상의 통합체가 아닌 실질적 의미가 있는 지역통합
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외품목 및 비관세 장벽 축소, 관세이용률
제고, 역내격차 해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할
것임. 하지만 정치·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ASEAN 국가들이 단기에 모든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ASEAN 공동체란 완성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진행형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 ASEAN은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내수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임(2015년
5.5% 성장 예상, 인구 60%가 35세 이하, 10년간 중산층이 2배로 증가).
- ASEAN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2013년 기준 ASEAN은
한국 제2의 교역 및 투자대상, 제2의 건설수주 시장).
- ASEAN은 한국의 주요자원(석유, 가스, 석탄 등) 공급지이자 최대의 방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류의 효과로 한국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따라서 ASEAN 공동체 출범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한-ASEAN 특별정상
회의는 양측 협력강화의 적기로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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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EAN+3와 EAS 간 역할중복 문제 지속
이번 회의를 통해 ASEAN+3와 EAS 간 역할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다만 2015년 EAS 출범 10주년을 맞아 이에 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말레이시아는 ASEAN 의장국이자 2005년 EAS를 출범시킨 주최국
이기도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주지하다시피 ASEAN+3와 EAS 간 중복성의 문제와 역할 분담의 문제는 이미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임. 애초 EAS 설립구상은 ASEAN+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였으며, 기존
ASEAN+3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임. 그런데 느닷
없이 2004년 초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를 조기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EAS 주도 가능성을 우려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EAS에 추가로 참여시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음.
이러한 혼선은 2005년 쿠알라룸푸르에서 ASEAN+3와 제1차 EAS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가시화되었음. 제1차 EAS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ASEAN이 ‘주도적 역할(driving force)’
을 담당하고,
- 둘째,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계속하여(continue to be)’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된 기제(main vehicle)’가 될 것이며,
- 셋째, 역내 지도자들 간 전략 대화체인 EAS는 보완적 기제로서 “이 지역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라고 명시하지 않은)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는 것이었음.
이후 ASEAN+3와 EAS는 상호 보완적 협조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중복적,
심지어 상호 경쟁적 성격마저 띠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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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
들은 ASEAN+3 중심의 EAFTA를, 일본과 일부 ASEAN 국가들은 EAS에
참여하는 ASEAN+6 중심의 CEPEA를 각각 주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EAS 차원에서 6개의 우선 협력분야를 선정·추진함
으로써 기존 ASEAN+3 협력사업과 중복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음.
- 특히 호주,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EAS 협력 사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왔음.
더욱이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참여함으로써 EAS의 대외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EAS내 역학 구도는 한층 더 복잡하게 되었으며, 2012년 제2차
EAVG를 통해 향후 ASEAN+3 경제통합의 기제로서 EAFTA가 아닌 ASEAN+6
국가들이 참여하는 RCEP이 채택됨으로써 ASEAN+3와 EAS 간 경계가 더욱더
모호해지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기존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는 모멘텀을
상실하게 되었음.
따라서 EAS 참여국들 간에 ASEAN+3와 EAS 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애초 전략 대화체로 출범한 EAS가 ASEAN+3와
중복된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EAS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역할 분담은 ASEAN+3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가 되어야 하며, EAS는 본연의 전략 대화체로서 역내 정치·
안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감으로써 양대 협력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 하지만 EAS 내 다양한 회원국들 사이에 ASEAN+3와 EAS에 대해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EAS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재정립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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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CEP 협상타결 가능성
ASEAN 국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RCEP 협상을 2015년 말까지 타결 지으려
할 것임. ASEAN은 2013년부터 RCEP 추진을 위해 ASEAN과 양자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협상을 개시한 바 있으며,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이번 ASEAN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이를 예정대로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음.
그런데 RCEP 협상의 최대 난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무역 개방도가
현저하게 낮은 인도와의 협상 문제일 것임. 결국, 인도에 대한 개방 수위와
유예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
으로 RCEP이 높은 수준의 FTA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이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보다 앞서 타결될 경우,
이는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관련하여 ASEAN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임.

라.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문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음. EAS
에서 과거와 같은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설전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정상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수준이었음.
- 2013년 중국과 ASEAN이 남중국해 행동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전무한 상태인바, 이는 중국이
행동규칙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기는 했지만 이를 중장기 과제로 간주하면
서 기본적으로 분쟁을 양자 관계에서 해결하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단시일 내 중국과 ASEAN이 남중국해 행동규칙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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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주목할 부분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경쟁
적으로 ASEAN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임.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악화될 수 있는 ASEAN과의 관계증진과 궁극적으로
ASEAN의 친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경제지원과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을 전격 제안했음.
- 일본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국가들과 안보협력 의지를 천명
하고, 특히 최근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미얀마와 대립 관계에
있는 필리핀에 대해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시함.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나가려는 움직임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전망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최대 외교적 성과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지난
3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임. 주지하다시피 한·중·일 3국은 2012년 이래 현재까지 ASEAN+3 정상
회의와 연계한 3국 정상회의는 물론 한·중·일 3국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되는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했음.
- 이는 물론 중·일, 한·일 간 영토분쟁 및 역사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2014년 2월 핵 안보 정상회의 시 한·미·일
3국 정상회동을 통해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시도했으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임.
또한, 중국과 일본도 2014년 11월 북경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양국
정상회동을 시도했으나, 상호 기합의한 4개 항(특히 영토문제 관련)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이 양국 간 영토분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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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임.
따라서 중·일, 한·일 간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국 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점진적
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상황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른 시일 내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음.
-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제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등 일단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확실한 상황임.

바. 한-ASEAN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최근 날로 증대되고 있는
한-ASEAN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음. 먼저 경제적 측면
에서 이미 ASEAN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제2 경제 파트너(무역, 투자, 건설
등)가 되었고, 2014년에는 중국을 넘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지역(300억 달러
전후로 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60% 정도)으로 부상할 전망임.
- 향후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부진하고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한국의 일방적 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임.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ASEAN은 ARF(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아시아
확대 국방장관 회의), ASEAN+3, EAS 등 역내 주요 다자협력체를 구동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북한도 ASEAN이 주도하는 ARF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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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 관련하여 ASEAN도 관심을 표명하고 일정한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ASEAN은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ASEAN은 2014년부터 차관보급 안보
대화를 시작한바, 한국은 ASEAN과 양자 안보 대화를 하는 유일한 역외국이
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으로 강대국들에 대해 어느 한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는 속성을 가진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이 지역에서 첨예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과 민감
한 안보이슈를 양자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역외 중견국인 호주는 미국, 일본과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양자 안보 대화가 쉽지 않은 상대임.
-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의 유일한 중견 국가라는 점에서 ASEAN은 한국과 안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 한국과 ASEAN 간 높은 수준의 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ASEAN은 여전히 한국과의
안보 대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ASEAN 내부적으로
강대국, 특히 중국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며 주요 강대국
관계에 대해 일치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따라서 일단 한국과 ASEAN은 상호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와 비전통 안보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되, 점차 인권과 민주주의 등 정치적 이슈,
그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또는 중·일 간 경쟁과 갈등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임.
한편 ASEAN은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한국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음. ASEAN은 한류의 주요 소비지역이며, 한국인들의 최대 관광지이자
취업 및 결혼 등을 통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최대 인적교류
지역이 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사회·문화 교류가 한국에서 동남아로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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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지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러한 관점에서 쌍방 간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해 2017년 부산에 건립될 예정인 동남아 문화원은 대단히 환영
할만한 사안이며, 한-ASEAN 관계증진에 또 다른 초석이 될 것임.
또한, 다수의 ASEAN 국가들은 한국을 자신들이 본받아야 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미 한국은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개발 경험을 많은 후발국
들과 공유하려는 프로그램을 개발·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경제·지리
적으로 인접한 ASEAN 국가들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 향후 한국
은 ODA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해 나감으로써 한-ASEAN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강구
이번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ASEAN은 양측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합의한바, 향후 한국은 이를 위한 후속조치들
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정치·안보협력과 관련하여 안보 대화 증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2015까지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자유화 협상 완료, 한-ASEAN 혁신 센터
설립,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동남아 국민들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ASEAN 공무원 및 차세대 여론 주도층 초청 프로그램 확대,
2017년 부산에 ASEAN 문화원 설립, ASEAN 이공계 인재 초청 및 양성,
한-ASEAN 협력기금 증액 등이 대표적 사안들임.
이와 동시에 한-ASEAN 정상들이 합의한 바대로 향후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가시적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양측 간 상호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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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대 ASEAN ODA 증액, 동남아 국가들이 희망하는
기술협력 강화,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역내격차
해소를 위한 첩경으로 간주되고 있는 교육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 등
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나. 미래지향적 한-ASEAN 관계 추구
향후 한국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한-ASEAN 관계를 보다 포괄
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한-ASEAN 관계로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한국의 대 ASEAN 중시정책을 보다 공개적 형태로 천명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최근 한-ASEAN 경제협력관계가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과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증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 환경하에서 ARF, ASEAN+3, EAS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동해 나가고 있는 ASEAN과 정치·안보협력의
필요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과 사회·
문화협력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한-ASEAN 간 안보 대화는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미·중 관계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동북아의 중견국 한국과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
체인 ASEAN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의 대응 모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한국과 동남아 국간들 간 균형적인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도 필수적임.
과거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진출과정에서
반일정서가 일시에 폭발했던 경험과, 최근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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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면서 현지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반중 정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음. 한-ASEAN 경제협력관계가 긴밀해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쌍방
향의 사회·문화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발전
시켜 나가야 함.
따라서 향후 한국은 ASEAN과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나가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다. 제 2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II) 보고서 후속 조치 완료
향후 한국은 EAVG I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한국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제1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
(EAVG I)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6개 분야의 협력강화
조치를 제안함으로써 ASEAN+3의 분야별 협력 틀을 제시했음.
- 이어 2002년 한국 주도로 제시된 동아시아 연구 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보고서는 EAVG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ASEAN+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17개 단기 과제들과 9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후 한국 주도로 2011년 출범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II)은 2012년
ASEAN+3 정상회의 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키기 위한 비전을 중심으로 59개 협력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 현재 ASEAN+3 국가들은 핵심적인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별 이행
계획을 수립할 주도국가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2015년 차기 정상회의 시까지 제출하기로 했음.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제안국으로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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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최근 중국·ASEAN 관계 동향 :
중국의 2+7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목

차

1. 중·ASEAN 관계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2+7 이니셔티브
3. ASEAN의 대응
4. 향후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1. 중·ASEAN 관계의 전개 과정
가. 중국의 대(對)ASEAN 접근
(1) 중·ASEAN 관계 정상화
중국은 냉전기 미·소 양극체제하에서 동남아에 대해 지역적 차원의 정책을 추구
할 여력이 없었음. 중국이 동남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면 재평가하게 된 계기는 냉전
종식과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임.
냉전종식 이후 중국은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과거 적대관계를 유지
했던 ASEAN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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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ASEAN 국가들의 시장, 자원, 자본, 기술,
경영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구(舊)소련연방 해체 이후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해 나갈 새로운 기회를 엿보게 되었음.
- 또한 남중국해의 잠재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에
대한 해양 접근권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이는 냉전종식 이후 중국이 ASEAN에 대해 경제협력과 같은 일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역내외 강대국들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결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과 실질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1990년대 초반 중국은 미수교국이었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과 연이어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였
음. 이러한 중국·ASEAN 관계의 극적인 변화는 양측 간 국교정상화와 함께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와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등 ASEAN이 주도하는 지역협력
구도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참여로 나타났음.
- 그러나 1997년 이전까지 중국의 대동남아 접근은 주로 인도차이나 국가들
에 집중되어 있었던바, 중국은 ASEAN 국가들과 공식 수교하기 이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념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음.

(2) 중국외교와 ASEAN의 전략적 중요성
중·ASEAN 관계의 또 다른 분기점은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 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했던 동아시아 경제위기였으며, 이는
중국의 대ASEAN 접근을 본격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음.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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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고, 당시 역내 경제위기로
부터 한발 벗어나 있었던 중국은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임.
이와 함께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
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음. 즉 지역 강대국인 중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는 중국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사활적 지역으로 간주
되기 시작한 것임.
- 뿐만 아니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필요시 주도적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중국의 인식변화는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으로 표출되기 시작함.
중요한 점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동남아와 ASEAN이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임. 비록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 한국 등 동북아가 동남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북아 보다는
동남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임.
- 이는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발전 수준에서 앞서 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과 한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이 동남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추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임.
- 즉, 동남아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망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간주했던
중국은, ASEAN 국가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ASEAN
의 친(親)중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하에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장기 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추월
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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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중국은 대ASEAN 접근 강화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
하는 첩경이며,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임.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ASEAN 중시정책의 주요 목표는 역내 국가들
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해소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려는 데 있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1990년대 초중반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일방적 무력
행사와 같은 자국 중심의 호전적 행위를 지양하고, 소위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서 역내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주변국들의 의구심 해소를 목표로
삼았음.
- 항상 미국의 대중 견제구도 형성 가능성을 경계하는 중국은 ASEAN이 주도
하는 역내 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미국의 대중견제 심리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ASEAN+3와 같이 미국이 배제된 지역협력 기제를
활용하여 미국 주도의 양자동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구도를 형성함
으로써 자신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음.

(3) 대ASEAN 외교의 양면성
1997년 이후 중·ASEAN 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중국은 시기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대ASEAN 외교의 양면성을 노정해 온바, 중국은 ASEAN에 대해
‘유인과 압박(또는 협박)’ 또는 ‘보상과 배제(또는 처벌)’라는 매우 대조적인
외교행태를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보여 왔음.
- 즉,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ASEAN 외교공세(charming
offensive)를 통해 협력과 발전의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던 반면, 2009년
부터 2012년 사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로 양측 관계
가 일시에 냉각되기도 했기 때문임.
1997년 이후 중국의 대ASEAN 접근 강화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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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임. 이는 역내 국가
들에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과 책임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임.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45억 달러를
직접 지원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역내 최빈국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채탕감을 해주는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함으로
써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배려를 과시했음.
- 이어 중국은 2000년 ASEAN에 전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제안했으며, 2002년 중국·ASEAN FTA 기본협정을 체결함으
로써 2005년부터 관세인하 및 철폐를 단행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ASEAN과 서비스무역협정도 체결했음.
- 중국이 ASEAN과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ASEAN에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한 것은 동남아 국가들
에 확실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ASEAN을 친중화
하기 위한 것임.
한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은 1997년 ASEAN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
했으며, 2003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음.
-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상급 및 고위급 방문외교를
통하여,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적으로
양자차원의 미래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한바, 이를 통해 ‘하나의
중국정책’을 재확인하였음.
-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방위산업 협력, 태국과 군사외교, 인도네시아와 전략
대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는 군사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협력
의 범위를 통상적인 정치, 경제, 문화 분야를 넘어서는 포괄적 군사안보 협력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
- 이와 같은 양측 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2006년 중국 난닝에서 중국·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정상회의의 개최로 극적으로 가시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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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ASEAN과의 신뢰구축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음.
- 중국과 ASEAN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남중국해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을 채택한바, 동 선언은 비록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양측 간 쟁점이 되어
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임.
- 또한 중국은 역외국가로서는 최초로 2003년 동남아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
를 보장하고 ASEAN과의 신뢰구축 증진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가입하
였고, 향후 ‘동남아 비핵지대화조약(SEANWFZ: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에 서명할 의향까지도 천명했음.
반면 2009년부터는 중·ASEAN 관계가 급속한 냉각기 또는 새로운 조정기를
맞게 되었음.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임.
- 2009년 중국은 돌연 남중국해를 대만, 티베트, 신장과 더불어 어떠한 경우
에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의 ‘핵심이익’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음.
- 동시에 중국은 UN 안보리에 1947년 당시 중국정부(국민당)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단선(nine-dash line)’을 재확인하는 외교노트를 제출했으며,
2009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베트남과 각종 형태의 영유권 분쟁을 꾸준히
야기해왔음.
- 뿐만 아니라 2012년 중국은 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대해 막후 영향력
을 행사하여 ASEAN 외무장관회의 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동
선언 채택을 무산시킴으로써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
- 한편, 2013년 중국은 동중국해상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전격 선포함으로써 일본, 미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향후 남중국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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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9년 이후 중국은 다수 역내외 국가들에게 동아시아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공적’으로 다시 한 번 각인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동남아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중국에 대한 신뢰가 현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이 초래
되었음.
- 다만 이 기간 중 중국이 보여준 하나의 긍정적 태도는 2012년 9월 ASEAN과
협상하여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을 마련키로 합의한 것이나, 이후 중국은 여전히 양자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주장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이를
시간벌기용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음.

나. ASEAN의 대중국 포용정책
(1)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국 위협 인식
동남아 국가들이 대중국 위협 인식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은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 조공과 책봉체제를 강요했기 때문이며, 동남아 고대왕국들도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지역질서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음. 그러나 전통시대 동남아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던바, 실제로 중국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던 지역은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했던 베트남 북부지역에 국한되었으
며, 중국은 여타 동남아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군사적 정복을 도모하지는 않았음.
- 다만 예외적으로 원나라가 버마와 베트남을 침공하고 동남아 향료교역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에 대한 대규모 군사원정을 시도
했으나 실패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안보적
위협인식을 갖게 되는 역사적 계기를 제공하였음.
동남아 근대사를 통하여 동남아인들의 부정적 대중국관이 확산된 이유는
역내 화교문제 때문임.
- 중국인들의 동남아 유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중국인의 동남아 이주는 후일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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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각국에 정착한 화교들은 대체로 현지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고 서구
식민세력과 결탁하여 토착민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중간계층을 형성하였
는데, 이는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화교 정서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와 동서냉전 시대의 도래는 동남아 국가들의 전통적
대중국 위협인식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으며, 오늘날 동남아 국가들이 대중국
위협인식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
- 중국은 동남아 각지의 친공산계 게릴라 운동과 반정부 소수민족 반란세력들을
군사·이념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러한 지원은 198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음.
- 특히 문화혁명기에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혁명모델을 동남아 각국에 수출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북베트남 공산세력을 정치· 군사적
으로 후원함으로써 베트남의 공산화를 통하여 인도차이나 전역의 공산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따라서 동남아 비공산 국가들은 중국 및 북베트남 등 공산세력의 팽창주의와
이와 연계된 역내 공산게릴라 세력의 준동에 맞서 집단적 대응책을 모색하게
된바, 1967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ASEAN을 창설하게 되었음. ASEAN은 당시 역내외에 점증하는 공산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반공주의는 냉전종식이 이루어진
1980년대 말까지 ASEAN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공통분모가 되었음.

(2) 대중국 포용정책으로의 전환
냉전종식 이후 ASEAN은 아시아 외교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바, ASEAN 국가들은 과거처럼 중국을
계속 적대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포용해 나가는 것이 역내 안정에 보다 바람직
하다는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음.
- ASEAN은 냉전종식 이후 역내 미군철수(1992년 필리핀 미군기지 철수)에
기인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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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부상한 중국을 더 이상 외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역내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임.
- 따라서 다수 ASEAN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중국과 연이어 수교하고 1994년
ARF에 중국을 끌어들여, 중국과 신뢰구축을 도모함으로써 역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려 했던 것임.
특히 1997년 이후 ASEAN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태도와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긍정적으로 전환
되기 시작했음. 즉, 중국의 이미지가 과거의 위협적 존재로부터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협력시대의 동반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임. 이 과정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 외교(public diplomacy)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
차로서 등장한 중국을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간주하기 시작
했기 때문임.
- 또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ASEAN 자유
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했던 동남아 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 중국과 FTA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중국과의 경쟁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통합을 통하여 실질적
이득을 확보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위협인식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며, ASEAN은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음.
- 대표적으로 ASEAN은 중국의 대인도차이나 접근에 대해,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실질적 위성국으로 전락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 ASEAN이 베트남(1995년)에 이어 라오스(1997년), 캄보디아(1999년)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미얀마(1997년)까지 차례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수 ASEAN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대중국 위협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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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은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들이 궁극적으로 중국
의 위성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회원국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했음.
그러나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인식변화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온바, 이는 중국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
하는 것으로서 역내 국가들이 대중관계 진전에 통일된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 진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인바, 동남아
국가 중 1970년대 중국과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태국은 국내적으로 반화교
정서가 부재하여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사실상의 동맹
국으로까지 간주되어 왔으며, 여타 역내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측면에서 지원할 정도로 친중적이며, 말레이시아는 ASEAN+3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전술적
차원의 파트너라 할 수 있음.
- 반면, 중국의 부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인
바, 역내 최대국가로서 동남아의 주도국을 자임하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
으로 중국을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간주해 왔으며, 역외 강대세력들 간 세력
균형을 강조해 온 싱가포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수준임.
- 또한 역사적으로 반중정서가 강하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
인 베트남은,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항상 경계해 왔으며, 중국과 수차례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을 경험한 필리핀도 중국과의 관계 진전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왔음.
- 주지하다시피 친중노선을 견지했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서구세력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정치적 이유로 접근을 스스로 제한해 왔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278
ASEAN 연구기행

다. ASEAN의 대중국 위험회피 전략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전통적으로 역외 강대국들 간 세력균형
을 모색함으로써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 왔음.
다시 말해서 동남아 약소국가들은 역외 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되지 않은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취약한 주권을 수호하려 한바, 이는 냉전기 ASEAN의 비동맹 중립
외교로 표방되었음.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대ASEAN 접근강화에 대응하여 중국과 관계
증진을 통하여 ‘경제적 실리’를 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안보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양면적 전략(hedging
strategy)’을 강구해 왔음. ASEAN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인도 등 여타 역외 강대국들을 동남아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음.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ASEAN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완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원치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임.
이러한 차원에서 ASEAN은 중국의 대ASEAN 외교공세를, 역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축(ASEAN Centrality)이 되겠다는 자신들의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 왔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중국·ASEAN FTA는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ASEAN과 FTA 체결을 서두르게 되는 기폭제가 됨으
로써, ASEAN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FTA의 중심축[예컨대 최근 협상 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이 ASEAN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TAC에 서명한 이래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미국, 러시아 등 다수의 역외 국가들이 앞다투어 이 조약에 서명
하게 되었음.
- 한편 ASEAN은 중국의 외교공세를 ASEAN+3 협력의 틀 안에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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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이자 최대 원조 공여국인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대ASEAN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해 왔음.
이와 함께 ASEAN은 2000년 중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조기개최 및 제2차 EAS 유치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잡으려
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ASEAN+3 정상회의는 물론 EAS까지도
ASEAN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역외국인 인도, 호주, 뉴질
랜드를 EAS의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음. 이와 같은 EAS 회원국의 확대
이면에는 중국의 역내 경쟁국인 일본은 물론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측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 또한 인도네시아는 2011년 미국을 EAS에 공식 참여시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역학구도를 만들어
내기도 했음.

2. 중국의 2+7 이니셔티브
가. 시진핑 정부의 새로운 외교 구상
2013년 초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세계적 강대국으로 비상시키려는
원대한 국가적 어젠다와 야심적인 중장기 외교 비전들을 연이어 발표했음. 기존
중국의 ‘핵심이익’과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에 더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中國夢)’, 주변국들과의 ‘운명공동체’, 유라시아 대륙과
해상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의 ‘신안보’ 개념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임.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임. 즉, 중국이 부흥하여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등한 힘의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서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관철해 나가고, 동시에 아시아 주변국들과 신안보개념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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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로상의 신실크로드를 복원하여 중국 중심의 새로운 유라시아 세력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국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동남아와 관련하여 운명공동체(the community of common destiny),
신해양 실크로드(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핵심이익(core interests)
이라는 개념들이 중요성을 갖고 있음. 다시 말해서 중국은 동남아를 관통하는
21세기 신해양실크로드 건설을 통하여 동남아 국가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을 중국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일부로 편입시켜 나가되, 남중국해 영유권 같은 자신의 핵심적 이익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임.
이들 중 신해양실크로드는 동남아와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동남아는 해로를 통하여 중국과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를 연계하는 21세기
신해양실크로드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임. 따라서 중국의 신해양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중·ASEAN 관계의 핵심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이를
위해 적어도 단기적으로 수백억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천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나. 리커창 총리의 2+7 이니셔티브
시진핑 주석의 중장기 외교비전을 바탕으로 리커창 총리는 중국· ASEAN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ASEAN 정책구상을 발표
했음. 2013년 10월 리커창 총리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연례 중·ASEAN 정상
회의에서 소위 ‘2+7 이니셔티브’를 ASEAN 측에 제시했음. 2+7 이니셔티브란
정치·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라는 중·ASEAN 관계의 양대 기본 축과 다음과
같은 7개의 구체적 협상 어젠다를 지칭하는 것임.
① 새로운 중·ASEAN 우호협력조약(the treaty of good neighbourliness and
cooperation) 체결
② 중·ASEAN 간 연례 국방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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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의 중·ASEAN FTA를 격상(upgrade)하여 2020년까지 중·ASEAN 양측
간 교역액 1조 달러 달성
④ 새로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⑤ 중국 인민폐(RMB)의 사용 확대(통화스왑, 무역결제, 은행결제 등)
⑥ 남중국해의 해양협력을 위한 중·ASEAN 간 연례 해양장관회의 개최
⑦ 양측 간 문화교류, 과학 및 환경협력 증진 등
이후 리커창 총리는 2014년 미얀마에서 개최된 연례 중·ASEAN 정상회의에
서도 같은 내용의 관계 증진 방안을 재차 강조했으며, 향후 동남아 지역의
기간산업 건설을 위해 200억 달러의 차관을 ASEAN 국가들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추가적으로 표명했음.
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최근까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역할을 분담
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영토분쟁 대상국인 필리핀을 제외한 거의 모든 ASEAN 국가들을 수차례 순방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강조하고, 신실크로드 사업과 관련한 투자
계획들을 분주히 설명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이 ASEAN 국가들에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들은 중국 운남성과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가 광범위하게 연계된 메콩강유역 개발사업(GMS: Greater Mekong Subregion)
추진, 쿤밍, 방콕, 하노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쿤밍, 비엔티엔, 방콕,
하노이, 호치민,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전철 건설, 운남성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고속철 건설, 운남성과 미얀마의 인도양을
연결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인도네시아 자바의 고속철도 및 대규모
항만확장,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관통하는 태국남부 끄라(Kra) 지역의
대운하 건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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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의도와 목표
중국의 2+7 이니셔티브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임. 중국의 2+7 이니
셔티브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대ASEAN 영향력 확대를 겨냥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과 주의를 영유권 분쟁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방책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2+7 이니셔티브는
역내 최대 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즉, 중국은 AIIB 설립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기존 중·ASEAN FTA 격상
을 통한 획기적 무역확대 등 전례 없는 광폭의 물질적 혜택을 동남아 국가들에
게 제공하는 대신, ASEAN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최소한 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임. 나아가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이는 중국의 양보할 수 없는 주권 사항임을 확고히 하고, 필요 시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진핑 정부의 2+7 이니셔티브는 과거 중국이 대
ASEAN 접근과정에서 시기별로 상이하게 보여 왔던 두 가지 대조적 외교행태,
즉 ‘유인과 압박(협박)’ 또는 ‘보상과 배제(또는 처벌)’를 이제는 동시병행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제시하는 중·ASEAN 간 상호호혜 관계란 ASEAN이
중국을 존중하면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나,
ASEAN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이들을 배제·처벌할 방안들
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 2013년 중국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최근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필리핀을 신실크로드 구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은 이를 시사하고 있는 것임.
2+7 이니셔티브의 또 다른 목표는 ASEAN의 내부적 분열을 조장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임. 아무리 중국이 경제적 이득을 모든 ASEAN 국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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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해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중국에
반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물질적 혜택을 선호하는 여타
ASEAN 국가들과 분쟁 당사국들 간 내부 분열을 유도하여, ASEAN이 집단적
으로 중국에 공동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유도해 나가려 하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ASEAN 외무장관회의 시 중국이 친중적인 의장국 캄보디아를 배후
조종하여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성명서 채택을 무산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3. ASEAN의 대응
가. ASEAN의 신중한 반응
중국의 2+7 이니셔티브에 대해 ASEAN 국가들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일단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해양실크로드 구상에 대해서는 모든 ASEAN
회원국들이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민감한 정치·안보 제안들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즉, ASEAN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리는 챙기되, 정치적·안보적 위험은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말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킬 예정인 동남아
국가들은 역내국가들 간 인프라망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 중인
‘ASEAN 연계성(ASEAN Connectivity)’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신해양실크로드 구상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역내 최대국인 인도네시아도 2014년 집권한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
이 인도네시아의 ‘해양세력 비전(maritime power vision)’을 제시함에 따라
중국의 신해양실로드 구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2+7 이니셔티브에 대해 현재까지 ASEAN이 동의한 것은
AIIB 설립, 중·ASEAN FTA 격상, 문화교류 및 과학, 환경협력 등 3개 사항
뿐이며, 신우호협력조약 체결, 연례 국방장관회의 개최, 위안화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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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관회의 개최 등 여타 4개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음.
다수의 ASEAN 국가들은 신실로드구상과 관련한 중국의 ‘숨은 의도(hidden
agenda)’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와
관련한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2015년 4월 ASEAN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과 대규모 매립(land reclamation)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shared the serious concern)’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조용한 외교를 펼쳐 왔던
말레이시아도 최근 중국 순시선이 자국 영해를 수차례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군부는 수상으로 하여금 중국에 이를 공식 항의해야 한다고 반발
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또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수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을 원론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중국이 아직도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기존 양자
FTA의 포괄적 수준에서, 격상이 아닌 단순히 관세만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수준의 FTA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신중한 견해도 표명하고 있음.

나. ASEAN의 내부적 취약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2+7 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 중국의 대ASEAN 외교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ASEAN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취약성을 안고
있어서, 향후 공격적인 중국의 대ASEAN 접근에 대한 공동의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무엇보다도 ASEAN은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속적
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중국이 ASEAN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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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교역 파트너가 된지 오래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중국과 영토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같은 일부 국가들
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오히려 최근 무역 의존도가 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ASEAN은 개별 국가별로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동의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 왔음. 특히 남중국
해 문제에 대해서도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네이와
비당사국인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해
왔으며, 분쟁 당사국들 간에도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경험한 필리핀, 베트남
과 그렇지 않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간에도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2015년 4월 ASEAN 정상들이 채택한 성명서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표현에서, 모든 ASEAN 국가들이 아닌 ‘일부(some)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
했다고 표기한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최근 ASEAN의 역내 리더십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ASEAN은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4개국이
핵심국가들로서 ASEAN의 운영을 주도해 온바,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국내정치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지방 사업가 출신의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PDIP: Indonesian
Democratic Party of Struggle)조차 전혀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외교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거의 없음.
- 말레이시아의 나집(Najib Razak) 수상은 집권당(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내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전 수상 지지 세력
으로부터 국부펀드 관리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문제로 사임하라는
강력한 내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프라윳(Prayuth Chan-ocha) 군사정부는
미국 등 서구국가들로부터 비판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외교적으로
사실상 고립되어 있으며, 헌법 개정과 총선 실시, 경제회생과 같은 산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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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에 봉착해 있음.
- 따라서 향후 ASEAN은 역내 운영을 주도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
서, 내부적 단합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 나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

다. 역외 변수
중·ASEAN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 변수는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며, 최근 미국과 안보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대중 견제를
가시화하고 있는 일본도 주요 역외 변수임.
-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 군사안보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 정책을 통해 대중견제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성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호주는 물론 인도와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하여 대중국 견제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ASEAN 국가들
과는 필리핀과의 군사훈련 강화, 베트남과의 긴밀한 전략적 연계 모색,
미얀마의 외교 다변화 등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
- 일본도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 호주 및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과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일부 ASEAN 국가들과 비공식적 차원에서 반중연합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중국 주도의 AIIB 출범에 대응하여 이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민관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해 아시아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늘려나가
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
최근 미국이 중·ASEAN 관계에 새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남중국해
문제 때문임.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위협 신호로 간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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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규모 매립을 통한 인공섬 건설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이에 크게 반발
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령 12해리 내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를
진입시키겠다는 강수를 밀어붙이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하여 활주로, 접안시설 및 포대 등
일정한 수준의 군사시설을 구축할 경우, 동중국해에서와 같이 남중국해
에서도 항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하고
이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2015년 4월 ASEAN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
의 우려가 표명된 이래,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태국방장관회의 그리고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서방 선진국들의
우려가 표명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외교압박을 가하고 있음.
-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는 중·ASEAN 간의 쟁점에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
쟁점으로 비화되기 시작함.
결국 6월 16일, 중국은 인공섬 건설의 일부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잠정적
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미국과의 더 이상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이로써 중국의 인공섬 건설
문제는 당분간 수면하에 잠복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시에 베트남에게도 매립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중국의 전술적 대응이기도 한 것으로 보임.
한편 ASEAN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경제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추진하
고 있는 TPP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임. 즉, ASEAN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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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향후 중국은 ASEAN에 대한 2+7 이니셔티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신
해양실크로드와 관련한 세부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감으로써, 동남아
국가들의 친중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
- 또한 중국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ASEAN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당분간 ASEAN에 어떠한 의미
있는 양보를 허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동시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국가들의 내부 분열을 지속적으로 조장해 나갈 것임.
- 다만, 최근 공개적으로 표출된 ASEAN 국가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CoC 협상과정에서 다소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외교적 제스처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ASEAN은 AIIB 참여, 중·ASEAN FTA 격상, 환경 및 과학 등 기능적
협력 사안 이외에 우호협력조약 체결, 연례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 기타 민감한
정치·안보사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보적 태도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안보동맹이 될 수도 없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도
원치 않는 ASEAN은 미국, 중국 양측 모두와 모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를 유지해 나가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
기 때문임.
- 다만, 과거와는 달리 향후 남중국해 문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ASEAN은 보다
더 공개적이고 직접적 형태의 외교적 대응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은 있음.
- 이와 함께 ASEAN은 미국 및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기대할 것임.
결국 향후 중·ASEAN 관계의 핵심은 중국의 신해양실크로드 구상의 실현과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과연 ASEAN이 중국의
의도대로 순응해 나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할 것임. 2009년 이후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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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그 이전에 동남아 국가들
에게 쌓아왔던 신뢰를 크게 상실한바, 여전히 중국은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신해양실크로드 건설 사업이 다수 동남아 국가들의 공동이익보다는
중국의 이익만을 일차적으로 반영할 경우, 중국의 대ASEAN 친중화 작업도
순조롭지 않을 것임.
- 뿐만 아니라 향후 남중국해 CoC 협상 등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중국이
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신뢰회복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
향후 남중국해 문제는 중·ASEAN 관계를 넘어서 미·중관계에도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중국의 잠정적 공사 중단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 수면하에
잠복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인공섬 건설 및 대규모 매립, 그리고 군사시설
구축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향후 중국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계속 공사를 재개·강행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 문제는 언제라도 미국과 ASEAN, 특히 필리핀 및
베트남 등과 심각한 정치·군사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또한, 이 문제는 2016년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주요 외교·
안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의 고려사항
가. EAS의 정치·안보 대화 기능강화
향후 EAS의 정치·안보 대화 가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ASEAN이 2005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EAS는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다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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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기제이기 때문임. 더욱이 최근에는
EAS가 ASEAN+3 협력체제와 중복되는 역내 경제협력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
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도자들 간의 전략대화체(strategic forum)로서 정치·
안보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EAS는 ASEAN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 역내외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18개국 정상급 차원의 유일한
전략대화체이며, 이미 남중국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주요 논의사안으로 다루
어져 왔음. 다만, 중국만이 정치·안보 대화 기능 강화에 유보적인바, 향후
어떻게 중국을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임.

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
지금까지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음.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우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음. 최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달라는 공식·비공식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은 향후 어떠한 외교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음. 향후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전개양상에 따라 필요한 외교적
대응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다. 한·ASEAN 안보 대화 심화
향후 한국은 2014년부터 시작한 한·ASEAN 안보 대화(security dialogue)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래의 미·중관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동북아의 중견국
한국과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의
대응 모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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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라는 점에서, ASEAN은 역외국가들 중 유일하게 한국과
안보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한국과 ASEAN 간에 높은 수준의 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실제로 ASEAN은 여전히 한국과의 안보
대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ASEAN 내부적으로 강대국,
특히 중국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며 주요 강대국 관계에
대해 일치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따라서 일단 한국과 ASEAN은 상호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와 비전통 안보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또는 중·일 간의
경쟁과 갈등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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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2015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목

차

1. 2015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1. 2015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부르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은 2015년 11월 21일~22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프르에서 제27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18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0차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또한, ASEAN은 동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뉴질랜드, UN 등
과도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가졌음.
-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한·중·일회의가 개최된 관계로 이번
에는 개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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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동남아국가들이 2015년 말 ASEAN 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창설 10주년을 맞는 EAS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역내 최대 안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법 도출 여부와 향후 이 문제의 전개 양상이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정상들은 2015년 12월 31일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가 공식출범
할 것임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공동체를 완성해 나갈 것에 합의하면서,
「2015 Kuala Lumpr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
와 「Kuala Lumpr Declaration on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등
주요선언을 채택했음.
- 향후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등 3대 축으로 이루어질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ASEAN Community Vision 2025」와 각 공동체의
미래 청사진(blue print) 등도 함께 채택기로 함.
한편 ASEAN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및 뉴질랜드와 “전략적 동반자
(strategic partnership)관계”로의 격상을 환영하고, 동티모르의 ASEAN 가입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지도자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in and over-flight above)”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부
(some) ASEAN 지도자들이 지적한 이 해역에서의 “군사화(militariz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명함. 또한, 중국과 ASEAN 간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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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남중국해 행동 선언(DOC: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준수하고, 현재 중국과 협상 중인 남중국해 행동 규범
(COC: the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조속한 시일 내 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함.

나. ASEAN+3 정상회의
정상들은 ASEAN+3 협력체제가 그간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평화, 번영을
이끄는 역내 주요협의체로 발전해 왔음을 지적하고, 경제, 금융, 식량안보 등
기존의 협력 성과를 평가함.
- 구체적 성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거시 경제 감시 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신용 보증 투자 기구(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등 역내 경제, 금융협력기구들이 작동하고 있음.
- ASEAN 정상들은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3 쌀 비축 제도
(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와 ASEAN 식량
안보 정보 시스템(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등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여와 협력을 당부함.
- 또한, 정상들은 ASEAN+3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기대함.
이와 함께 정상들은 한국이 주도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II(EAVG II: East Asia
Vision Group 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의 채택을 환영하고, ASEAN 공동체
의 출범과 함께 EAVG 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의 행동계획이 ASEAN+3 협력
체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함.
- 한국 주도로 2011년 출범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II(EAVG II)은 2012년
ASEAN+3 정상회의 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키기 위한 비전을 중심으로 59개 협력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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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SEAN 정상들은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공적
으로 개최되어 동북아 3국의 협력관계가 복원된 것을 환영하고, 3국 정상회의
조정국인 한국의 리더쉽을 평가함. 정상들은 원활한 한·중·일 3국 협력이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요하고, 매년 3국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어 3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함.

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번 EAS는 전 세계에 걸친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 시리아 난민 문제를 포함
한 비정규 이주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하에서 개최되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정상들의 공동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음.
- 정상들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 테러 및 파리 연쇄 테러 등 일련의 IS 관련
테러사건 등 비전통 안보위협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역내 비전통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 「글로벌 온건 운동에
관한 선언」 등 6개의 성명을 채택함.
특히 올해에는 한국 주도로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이 채택되었는바,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응능력과
경험을 여타 EAS 참여국들과 공유하였음.
- 동 성명은 고도로 연계된 지구촌 사회에서 보건문제가 단순히 의학적인
감염병 퇴치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환기하고 역내 보건안보 협력증진 필요성을 강조함.
정상들은 EAS 창설 10주년을 맞아 EAS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바, EAS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지도자들 간 전략대화체로서
EAS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 이와 관련 EAS 강화방안을 담은 말레이시아 주도의 「EAS 10주년 기념 선언」
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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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정상들은 최근의 상황 전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의견을 함께했음.
- 정상들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15년 9월 미·중 정상회의 시 언급했던
남중국해에서의 비군사화 공약을 환영함.
- 또한, 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상호신뢰 구축 및 유지, 긴장을
고조시킬 행위자제, 무력사용 및 위협 자제, 유엔해양법(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했음.
- 이와 함께 제10차 중-ASEAN DOC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의(SOM: Senior
Officials’Meeting) 및 제15차 중-ASEAN 합동 워킹그룹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COC의 조기체결을 촉구함.

라. 한-ASEAN 정상회의
양측은 지난 26년간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 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착실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ASEAN 공동체가 출범하는
역사적 계기를 맞아 이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2014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가 양측 간 미래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함.
이와 함께 양측은 2015년 8월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채택된 “한- ASEAN 행동
계획(2016-2020)”을 협력의 나침반으로 하여, 이 행동계획이 ASEAN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한 「ASEAN 공동체 비전 2025」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함.
- 동 행동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ASEAN 측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 한-ASEAN 혁신센터), 인재개발, 정보통신기술
전수, 기후변화대응(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협력, 아시아 삼림
협력 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등의 분야에서
한국 경험 공유 및 기술전수를 강력히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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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ASEAN 공동체의 핵심과제는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이라는 데 공감함.
- 한국 측은 한-메콩 협력,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ASEAN의 빈곤퇴치와 개발
격차 완화 지원 및 ASEAN 연계성 제고를 위한 기여 의지를 천명했으며,
ASEAN 측은 한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양측은 2017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 지정을 환영하고 부산의 ASEAN
문화원 개원 준비를 높이 평가함.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은 ASEAN의 분명하고 일관된 의사표시를 당부
했으며, ASEAN 측은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 관련 구상(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통일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 공동체 출범
주지하다시피 2015년 말 ASEAN 공동체는 예정대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음.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 가장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 ASEAN
경제 공동체(AEC)가 될 것임.
- ASEAN이 추구하는 정치안보 공동체 및 사회문화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에
비해 그 개념과 범주가 여전히 모호하며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임.
향후 ASEAN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면 ASEAN은 많은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경제규모 3조 달러, 인구 6.4억을 상회하는 세계 7위의 초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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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해 단일 생산기지와 단일시장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대 육성, 역내 균형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합 등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것임.
- 특히 역내 국가들 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
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며, 기존 단일창구(single window) 제도는 관세
뿐만 아니라 비자 등 여타분야에도 확산될 전망임.
그러나 향후 ASEAN이 명목상의 통합체가 아닌 실질적 의미를 가진 지역통합체
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외 품목 및 비관세 장벽 축소, 관세 이용률 제고,
역내 개발격차 해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현재는 숙련노동으로 제한) 등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것임. 하지만 정치,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다수 ASEAN 국가들이 단기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ASEAN 공동체란 완성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2025년까지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형(on-going process)”의 개념으로 이해
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 ASEAN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2014년 기준 ASEAN
은 한국 제2의 교역 및 투자대상, 제2의 건설수주 시장).
- ASEAN은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내수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임(2015년
5% 성장 예상, 인구 60%가 35세 이하, 10년간 중산층이 2배로 증가).
- ASEAN은 한국의 주요자원(석유, 가스, 석탄 등) 공급지이자, 최대의 방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류의 효과로 한국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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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EAN+3와 EAS 간 역할 중복문제
이번 회의에서 ASEAN+3와 EAS 간 역할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EAS 출범 10주년을
맞아 이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했는바,
올해 말레이시아가 ASEAN 의장국이자 2005년 EAS를 출범시킨 주최국이기
도 했기 때문임. 동 회의 기간 중 EAS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음.
주지하다시피 ASEAN+3와 EAS 간 중복성의 문제와 역할 분담의 문제는 이미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임. 애초 EAS 설립구상은 ASEAN+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였으며, 기존
ASEAN+3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임. 그런데 느닷없이
2004년 초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를 조기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EAS 주도 가능성을 우려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EAS에 추가로 참여시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임.
이러한 혼선은 2005년 쿠알라룸프르에서 ASEAN+3와 제1차 EAS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가시화되었음. 제1차 EAS 주요 결과는,
- 첫째,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ASEAN이 ‘주도적 역할(driving force)’을
담당하고,
- 둘째,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계속하여(continue to be)’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된 기제(main vehicle)’가 될 것이며,
- 셋째, 역내 지도자들 간 전략대화체(strategic forum)인 EAS는 보완적 기제
로서 “이 지역(구체적으로 동아시아라고 명시하지 않은)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는 것이었음.
이후 ASEAN+3와 EAS는 상호보완적 협조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중복적 또는
심지어 상호 경쟁적 성격마저 띠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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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
들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를 일본과 일부 ASEAN 국가들은 EAS에 참여하는 ASEAN+6
중심의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을 각각 주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EAS 차원에서 6개의 우선 협력분야를 선정, 추진함
으로써 기존 ASEAN+3 협력사업과 중복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음.
- 특히 호주,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EAS 협력사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왔음.
더욱이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참여함으로써 EAS의 대외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EAS 내 역학 구도는 한층 더 복잡하게 되었으며, 2012년 제2차
EAVG를 통해 향후 ASEAN+3 경제통합의 기제로서 EAFTA가 아닌
ASEAN+6 국가들이 참여하는 RCEP이 채택됨으로써 ASEAN+3와 EAS 간
경계가 더욱더 모호해지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기존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는 모멘텀을
상실하게 되었음.
따라서 EAS 참여국들 간 ASEAN+3와 EAS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애초 전략대화체로 출범한 EAS가 ASEAN+3와
중복된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EAS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역할 분담은 ASEAN+3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가 되어야 하며, EAS는 본연의 전략대화체로서 역내 정치,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감으로써 양대 협력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 하지만 EAS 내 다양한 회원국들이 ASEAN+3와 EAS에 대해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EAS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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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ASEAN+3의 전략적 위상은 계속
저하될 것인 반면, EAS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다. RCEP 협상타결 타결문제
이번 회의 기간 중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RCEP” 협상국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을
2016년 중 완료키로 합의했음.
- ASEAN은 2013년부터 RCEP 추진을 위해 ASEAN과 양자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협상을 개시한 바 있음.
- 애초 ASEAN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실질적 타결에 이르지 못해 이와 같이 협상시한을 연장한 것임.
향후 RCEP 협상의 최대 난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무역 개방도가
현저하게 낮은 인도와의 협상 문제일 것임. 결국, 인도에 대한 개방 수위와
유예를 어느 선까지 하는냐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
으로 RCEP이 높은 수준의 FTA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한편 이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높은 수준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되어, 2016년
중 낮은 수준의 RCEP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임.
- 더욱이 그간 TPP 협상에 상대적으로 유보적이었던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 TPP에 기가입한 일본,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의식하여
최근 TPP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결국 아태지역에 TPP와 RCEP은 상호
경쟁구도라기보다는 보완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향후 미국 및 일본 주도의 TPP와 ASEAN 주도의 RCEP이 중국이 주창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와 실제로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주요 관심 사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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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최근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최대의
화두는 단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비군사화”였음.
- EAS에 앞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에도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미 언급된 바 있음.
- 특히 이번 EAS에서 DOC에 근거한 비군사화 원칙 준수를 언급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며,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처럼 중국이 두 개의 원칙 준수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미국, 일본, ASEAN, EU 등 역내외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2015년 4월 ASEAN 정상들이 중국의 인공섬 매립에 우려를 표명한 이래,
미·중 간 핵심 안보 쟁점으로 부각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군함과 군용기를 인공섬 12해리 내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압박함.
-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중국은 2015년 6월 인공섬 건설의 일부가 완성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잠정적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이어 2015년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의 시,
시진핑 주석이 비군사화 공약을 통해 미국과 더 이상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
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음.
- 이후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군함과 군용기를
12해리 내 진입을 시도한 바 있음.
이번 EAS에서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재차 비군사화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시주석의 비군사화 공약이 명기된 2015년
EAS 의장성명은 향후 관련 당사국들이 참조용 인용문건(reference)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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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비군사화는 향후 관련국들 간
계속 쟁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군사화는 하지 않겠지만, 방어목적의 군사장비와 시설은 필요
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군사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항행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마. 중·일 경쟁 가속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ASEAN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향후 ASEAN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임.
일본은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
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 시설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음.
뿐만 아니라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다각적인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하여 향후 5년간 160억 달러를 지원하여
아시아지역의 민간 및 공공 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이미 중국은 2014년 동남아 지역의 기간산업 건설을 위해 약 200억 달러의
차관을 ASEAN 국가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의식한 행보인 것으로 평가됨.
한편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ASEAN과 기존의 중-ASEAN FTA를 격상
(upgrade)하여 2020년까지 중-ASEAN 양측 간 교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음. 뿐만 아니라 중국 측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ASEAN 국가들과 안보협력 관계 격상도 강하게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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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중국은 2013년 대(對)ASEAN 접근강화를 위한 소위 “2+7 이니셔티브
(initiative)”를 통하여 상호 연례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양측 간 비공식형태의 국방장관 회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핫라인
개설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
이러한 일본과 중국의 제안들에 대해 ASEAN 국가들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실질적 협력 사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반면, 특히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
하고 있음.

바. ASEAN 내부적 리더쉽 문제
최근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대(對)ASEAN 외교공세와 이에 대응해야 하는
ASEAN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취약성을 안고 있음. 특히 향후
공격적인 중국의 대(對)ASEAN 접근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효과적인 공동의
외교적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대
하고 있다는 점임. 중국은 ASEAN 국가들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된 지 오래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중국과
영토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오히려 최근 무역 의존도가 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ASEAN은 개별 국가별로 중국과의 관계증진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동의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 왔음.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네이와
비당사국인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해
왔으며, 분쟁 당사국들 간에도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경험한 필리핀, 베트남
과 그렇지 않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간에도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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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ASEAN 정상들이 채택한 성명서와 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에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표현에서 모든 ASEAN 국가들이 아닌 “일부
(some)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표기한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최근 ASEAN의 역내 리더쉽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ASEAN은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4개국이 핵심
국가들로서 ASEAN의 운영을 주도해 왔는바,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산적한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직면해 있는 인도네시아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메가와티
(Megawati) 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조차 전혀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외교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거의 없음.
- 말레이시아의 나집(Najib Razak) 수상은 야권은 물론 집권당(UMNO: United
Malay National Organization) 내 마하티르(Mahathir) 전 수상 지지세력으로
부터 국부 펀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과 자금의 개인 유용
혐의로 사임하라는 심각한 내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프라윳(Prayuth) 군사 정부는 미국 등 서구
국가들로부터 비판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외교적으로 사실상 고립
되어 있으며, 헌법개정과 총선실시, 경제 회생과 같은 산적한 국내 문제에
봉착해 있음.
- 따라서 향후 ASEAN은 역내 운영을 주도해 나갈 리더쉽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부적 단합을 도모하고 외부적 도전에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

306
ASEAN 연구기행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ASEAN 공동체 지원 강화
향후 한국은 동남아국가들이 추진하는 ASEAN 공동체 구축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ASEAN은 한국에 대해 역내 국가들 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ASEAN 경제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면 한국 기업 및 국민들도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해 한국은 협력 기금 증액, 민관협력,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관련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對)ASEAN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회의를 통해 ASEAN 정상들은 기후 변화 협력, 정보 통신 기술 협력
(전자 정부 포함), 재난 안전 관련 신기술 보급 사업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쉽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
는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나. 한반도 및 북핵 문제 제기 방식 재검토 필요성
향후 한국은 ASEAN 주도의 각종 다자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한반도
및 북핵 문제 제기 방식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간 한국 정부가 제기
했던 한반도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ASEAN 국가들이 일종의 피로
현상(fatigue)을 노정해온 바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남북경쟁에서 북한이 명백히 패배했으며, 국제사회
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거나, 때로는 남북한에 대해 양비론을 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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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의 빈도는 낮추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아세안 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EAS 등 정치안보협의체에서는 동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되, 경제 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제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남중국해 문제 대응
한국은 그간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이해 관계(원유 수입량 90%, 교역량 30%
이상)를 고려하여,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해 왔음.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군사화 공약 준수를 언급한 것도 기존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임.
그러나 향후 미국과 중국이 항해의 자유와 비군사화의 개념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 이 문제들은 지속적인 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들에 대해 국제법적 검토와 함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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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ASEAN의 역내 리더십 약화 문제 :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내정치 불안정
3.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 변화
4. 평가 및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가. ASEAN의 주요과제 및 도전
1967년에 창설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그간 동남아 지역의 안정유지와 경제발전에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해 왔으나,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게 되는 ASEAN은 현재 다양한 대내
외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ASEAN의 내부적 과제
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 출범시킨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향후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완성시키는 일일 것임.
-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등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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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히 달성할 수 있는가가 최대 관건임.
- 향후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경제규모 3조 달러, 인구 6억 5천만을 상회하는 세계 7위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해 단일 생산기지와 단일시장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대 육성, 역내 균형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합 등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비전을 구현해 나가야 함.
이와 함께 ASEAN의 가장 중요한 외부적 도전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임.
ASEAN은 2002년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선언(DoC: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한바 있으며, 2012년부터는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을 채택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음. 그러나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있지 않은
ASEAN에게 회원국들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을 상대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결은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음.
- 일차적으로 ASEAN은 개별 국가별로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다양한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항상 공동의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
왔기 때문임.
- 분쟁 당사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 비당사국(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해 왔으며, 분쟁 당사
국들 간에도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경험한 필리핀, 베트남과 그렇지 않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간에도 상당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ASEAN은 내부적 이견차를 최소화하여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함.
또한, ASEAN의 가장 핵심적인 외교 과제는 향후 어떻게 기존의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임.
- 주지하다시피 ASEAN은 ASEAN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ASEAN+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ASEAN 중심의 각종 지역협력 다자체 운영을 주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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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동남아국가들은 아태지역의 어떠한 다자협력도 항상 ASEAN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ASEAN 중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
- 특히 아태지역의 정상급 전략대화체인 EAS에 기존 참여국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2011년부터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대거 참여
하기 시작하면서, ASEAN 중심성의 유지 문제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향후 ASEAN은 자신이 주도하는 각종 다자협력체 운영을 통하여 역내 미·
중 경쟁을 완화시키고 주요 강대국들과 세력균형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ASEAN 중심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함.
뿐만 아니라 ASEAN은 단기적으로는 2015년 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
한 대로 2016년 중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협상을 완결해야 하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함. ASEAN이
주도하는 RCEP은 미국 주도의 TPP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으며,
향후 RCEP과 TPP와의 관계설정은 아태지역의 경제지형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쟁점사안임.
향후 ASEAN은 공동체 구축, 남중국해 문제 해결, ASEAN 중심성 유지, 주요
강대국들과의 세력균형 도모, RCEP 추진 등 산적한 대내외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들 간 내부적 단합유지와
주요국가들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

나. ASEAN의 역내 리더십 구조
1967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등 5개국으로 출범한
ASEAN은 1984년 브루나이가 1990년대 후반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
디아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 동남아 10개국 전체가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ASEAN은 내부적으로 역내 선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브루나이)과 소위 VCLM으로 불리우는 역내 후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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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운영에 있어서 회원국들 간 “협의(consultation)와 합의(consensus)”의
관행을 중시하는 ASEAN은 공식적으로 주도국을 인정치 않고 있으나, 실제
로는 역내 선발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4개 핵심
국가들(core states)이 역내 리더십 구축에 중심이 되어 왔음. ASEAN은 대체로
주요사안들에 대해 이들 핵심 4개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원국들 간 다양한 이견들을 조정해 왔음.
- 반면 초기 선발국인 필리핀은 핵심 4개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미국과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관계를 맺어온 필리핀이 ASEAN 출범 시부터
동남아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임.
특히 핵심 4개국 중에서도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역내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음. 동남아 인구와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자연스럽게 동남아와 ASEAN의 사실상의
주도국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임.
- 실제로 1967년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ASEAN의 출범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하르토(Suharto) 전 대통령은 ASEAN 출범
시부터 1998년 하야할 때까지 30여 년 이상 실질적으로 ASEAN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
- 또한 유도요노(Yudhoyono) 전 대통령(2004년~2014년)도 10년간의 집권을
통해 ASEAN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SEAN 내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리더십을 복원, 유지, 강화하는 중요한 외교적 유산을 남겼음.
- 따라서 1949년 독립 이후 역외 강대국들로부터 “자유롭고 적극적인(free
and active)” 외교전통을 유지해온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ASEAN 중시정책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ASEAN 역내 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의장국의 역할임.
주지하다시피 ASEAN 의장국은 10개 회원국들이 순번제로 1년씩 맡아오고
있는데, 의장국은 ASEAN 내 각종 회의체 운영에서 의제설정(agenda setting)과
우선순위 설정(priority setting)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매년 의장국
의 역할에 따라 ASEAN은 순항할 수도 있고 난항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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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사례로 2012년 ASEAN 의장국 캄보디아의 친중적 성향 때문에
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이 무산된
사태가 발생했는바, 이는 ASEAN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의
중재로 외견상으로는 봉합되었지만, ASEAN 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음.
이처럼 ASEAN 역내 리더십은 핵심 4개국의 역할과 역내 최대국 인도네시아
의 고유한 역할 그리고 의장국의 역할로 형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곧 ASEAN 역내
리더십의 약화로 노정될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 무엇보다도 핵심 4개국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내정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외교정책 변화로 ASEAN 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불투명
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ASEAN 의장국 라오스의 행보도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임.

2.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내정치 불안정
가. 태국: 군부통치와 헌법개정
(1)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의 원인과 배경
태국군부는 2014년 5월 20일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군부
통치를 계속하고 있음. 태국 역사상 19번째로 기록된 2014년 군사쿠데타의 원인
과 배경은 2001년 6월 사업가 출신 탁신(Thaksin) 총리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래,
기존 기득권층과 대립하는 민중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임.
- 탁신 총리는 집권 후 7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도를 유지했던 태국정치 사상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으며, 그의 지지기반은 지역적으로 태국 북부와
동부, 계층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다수 중하류층인바, 과거 태국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민중세력이 출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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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탁신 총리는 2005년 2월 총선 압승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반면 방콕과 태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군부, 왕실, 관료, 사법부, 자본가,
방콕의 중상층으로 구성된 기존의 기득권층은 탁신 주도의 민중세력 출현에
높은 위기감을 갖게 되었음.
결국, 구 집권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군부가 2006년 9월 쿠데타를 통해 탁신
총리를 해외로 축출하고 2007년 헌법개정과 함께 총선을 실시했지만, 친탁신계
정치세력(PPP: People Power Party)에게 패배하여 정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
음. 이때부터 태국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양대 세력 간
반목과 대립 그리고 물리적인 세대결이 연이어 전개되었음.
- 2008년 방콕에서 대대적인 반탁신 시위가 전개되었는바, 소위 “옐로우 셔츠
(yellow shirts)”라는 반탁신 정치세력이 정부해산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수
적 사법부도 이에 합세하여 해외 도피한 탁신에게 권력 남용 죄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친탁신계 집권당을 선거부정 협의로 해체 명령을
내렸음.
- 이에 따라 2008년 12월 태국의회는 기득권 세력이 지지하는 구 집권 민주당의
아피싯(Abhisit)을 총리로 선출했지만, 2009년부터는 친탁신계 정치세력이
소위 “레드셔츠(red shirts)”라는 대규모 시위대를 조직하여 민주당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는바, 2009년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ASEAN+3 정상회의가
취소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임.
- 2010년 5월 의회해산을 요구하는 친탁신계 레드셔츠 시위대를 정부가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의 사망자와 2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
바, 민주당 정부는 조기총선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음.
2011년 7월에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친탁신계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압승하여 탁신의 친여동생 잉락(Yingluck)이 총리에 취임하여 잠시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이후 2013년에 다시 반탁신 옐로우 셔츠 세력이 잉락 총리 퇴진과
탁신체제 근절을 요구하는 10만 명 규모의 거리시위와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등 극심한 대혼란이 계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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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부터 옐로우 셔츠 세력은 소위 “방콕 셧다운(shut-down)” 시위를
개시했는바, 잉락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월 조기총선을 실시했으나, 3월
헌법재판소는 조기총선 무효를 결정했으며, 이어 5월 7일 잉락 총리의 해임을
결정함에 따라 잉락 총리는 실각함.
- 마침내 5월 20일 그간 막후에서 관망하던 태국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써 쿠데타를 감행했으며, 며칠 후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권위와 대국민
카리스마를 가진 푸미폰(Phumiphon) 국왕은 이를 승인했음.
주지하다시피 현재 태국정치의 핵심쟁점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임. 문제는
옐로우 셔츠로 대변되는 구기득권 세력과 레드셔츠로 대변되는 신흥 민중
주의 세력 간 대결구도를 해소할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임. 이는
태국정치의 양극화 문제가 단순히 지역적, 계층적 문제를 넘어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기존 정치체제의 유지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추동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즉 구기득권 세력은 국왕의 전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입헌군주제
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민중주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공화제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 특히 태국의 국왕은 현대 입헌군주제 하 여타 국가들의 국왕과는 달리 단순히
상징적 국왕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권위까지 갖고 있는 예외적
형태의 군주임.
- 따라서 올해로 즉위 70주년을 맞이하는 연로한 현 푸미폰 국왕(1927년~
현재)이 타개할 경우, 향후 태국의 왕정체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할 것임.

(2) 헌법개정과 민정이양 문제
쿠데타를 감행한 프라윳(Prayuth) 육군참모총장 지휘하의 태국군사정부는
2014년 7월 임시헌법을 공포하고 9월 프라윳 장군이 총리에 취임함으로써
과도정부를 출범시켰음. 프라윳 총리는 과도정부가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5년 7월에 발효시켜 10월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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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2015년 말까지 민정이양을 완료한다는 약속은
이미 깨어졌음. 정치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2015년 9월 헌법초안위원회(CDC:
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가 마련한 개헌안이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개혁위원회(NRC: National Reform Council)에서 부결되고 말았기 때문임.
- 헌법초안위원회가 제시했던 1차 개헌안은 국가위기 발생 시 23명의 국가
지도자(최고 군사령관 및 육해공군 사령관 포함)로 구성되는 ‘국가전략
개혁화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는바, 이는 의회와 행정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쿠데타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임.
- 또한, 정치위기 사태 시 총리를 하원의원이 아닌 인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상원의원 200명 중 123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치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토록 하는 조항도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후 프라윳 정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차 개헌안을 확정
했으며, 8월 7일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2017년 중 총선을 통해 민정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힘. 2차 개헌안은 민정 이양기 질서유지 명분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가 골자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가동될 상원을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
위원회(NCPO: 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가 구성하여, 이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하원을 견제토록 하고, 상원 250석 중 6석은 최고 군사령관,
육해공군 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 등 군부지도부에 배분함.
- 총리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선출직(하원 다수당 대표)이
아닌 일반인도 총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는바, 2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비선출직 총리임명을 제청하고 상하원 합동회의가 이를 승인하면 의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명망가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태국군부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친탁신 정치세력이 집권
하더라도 군과 반탁신 정치세력이 언제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민주적
조항들을 기어이 삽입고자 하려는데 있음. 2000년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친탁신계 정치세력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파 친탁신
민중세력은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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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국군부는 구기득권 반탁신 정치세력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 유지
할 수 있는 안정적 기제를 확보하기 전에는 민정이양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최근 프라윳 총리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또다시 개정안을 만들면 된다. 나는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군정유지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3) 태국의 대외적 위상 하락
1991년 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당시 대내외의 다수 관찰자들은 이로써 태국에
더 이상의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음. 실제로 태국은 그 이후
민주화와 문민화가 진행되어 추안 릭파이(Chuan Reekpai) 민주당 정부와
탁신 정부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음. 그러나 2006년 군사
쿠데타 이후 태국은 현재까지 반탁신 대 친탁신, 구기득권 세력 대 신민중
세력, 옐로우 셔츠 대 레드 셔츠 간 사생결단의 대립과 대결로 미증유의 정치
위기에 봉착했음. 탁신집권 시 양호했던 태국경제도 지난 수년간 침체 상태에
빠져있음. 이는 물론 태국의 대외적 위상하락과 직결될 수밖에 없음.
특히 프라윳 군사정부의 독재와 비민주적 정치행태는 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프라윳 정부는 반정부 비판세력 대한 강력한 탄압,
고도의 언론통제 및 검열, 여행금지 등 기본권 제한, 무차별적 왕실 모독죄
적용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태국 간 외교마찰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국은 ASEAN의
문제아 또는 골칫거리로 취급받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의 성공적 사례로 호평 받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에서도 민주화가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유독 과거 동남아
민주화의 성공사례로 간주되었던 태국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태국의 정치위기가 단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향후 양측 간 극적인 대타협이 없을 경우, 대규모 유혈사태 등 또 다른 폭발성
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태국정치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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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레이시아: 나집(Najib)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
(1) 국부펀드 부실운영과 나집 총리의 비자금 의혹
2009년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는 정부산하에 투자개발을 목표로 하는 “1MDB
(1Malaysia Development Berhad)”라는 일종의 국부펀드를 설립하고 최근까지
자문위원장을 맡아왔음. 총 500억 링깃(약 1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진
1MDB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에너지, 부동산,
관광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각종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해 왔음.
그런데 애초부터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던 1MDB의 부실운영이 문제시
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말인바, 3회에 걸쳐 브릿지론 상환에 실패하면서
2015년 초반부터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야권은 물론 집권당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내에서 마하티르(Mahathir) 전 총리는 1MDB 차입금 420억
링깃(12조6천억 원) 가운데 273억 링깃(8조 2천억 원)이 사라졌다고 밝히면서,
진상조사와 함께 나집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기 시작했음.
- 2015년 6월 전·현직 총리 간 부실운영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의회와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이 1MDB의 부실운영과 비리 문제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 사건이 고도로 민감한 정치쟁점으로 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7월 초
미국 월스트릿 저널(WSJ)이 나집 총리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임.
- 이 신문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난 총선 직전이었던 2013년 3월 나집 총리의
개인 은행계좌에 7억 달러(8천억 원)에 가까운 거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바, 이 자금은 아랍에미리트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부다비 국부펀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의 스위스 은행계좌를 거쳐
버진아일랜드의 한 회사를 통해 입금된 것으로 보도했음.
- 또한, 아부다비 국부펀드 IPIC는 수십억 달러의 1MDB 채권에 보증을 섰고
1MDB 부채상환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한바 있으며, 나집 총리에게 흘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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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2013년 5월 총선에 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도함.
이에 대응하여 나집 총리는 2015년 7월 말 나집 총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던
부총리와 검찰총장을 전격적으로 경질, 교체하고 강공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했음.
- 8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Malaysia Anti-Corruption Commission)
는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 나집 총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이는 비자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
- 하지만 해당 자금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기부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
야권과 사회단체 등 비판세력의 반발은 계속되었으며, 총리퇴진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음.
- 9월 나집 총리 양아들의 미국 부동산 구입 문제가 불거지고, 10월 미국 연방
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나집
총리의 비자금을 돈세탁한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야권과 사회단체의 총리 퇴진요구가 가중되기 시작함.
- 그러나 말레이시아 하원이 12월 총리 직속의 국가안보위원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게 필요시 안보구역을 설정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총리의 권한 강화를 시도함.
이어 2016년 1월 말레이시아 검찰은 나집 총리의 거액 비자금은 사우디 왕가로
부터 받은 합법적인 기부금(선물)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음. 이로써 나집 정부는 사건을 종결코자 하였지만,
거의 같은 시기 스위스 검찰이 1MDB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약 40억 달러의
자금이 유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나집 총리의 비자금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음.

(2) 국내외적 파장
현재 이 비자금 의혹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음. 국내적으로
나집 총리는 의회의 안정다수(총 222석 중 134석)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당
UMNO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 퇴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나집을 총리로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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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역할을 했던 마하티르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는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음.
- 마하티르 전 총리는 2016년 2월 집권당 UMNO를 탈당하여 민주행동당
(DAP: Democratic Action Party) 및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 등 야당과 다양한 사회 반대세력들과의 공식연대를 결성하여,
나집 총리 법원제소 및 자산동결, 수사 촉구 등 나집 총리 퇴진 운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음.
- 또한, 국내적으로 합법적 문제해결이 차단되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와 외부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면서까지 나집 총리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한편 국부펀드 1MDB 자체의 부실이 올해 초 500억 링깃(약 14조 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음.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음.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는 2016년 5월 보고서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들의 신용등급 평가에 정치변수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음.
- 태국은 헌법개정 문제가, 말레이시아는 나집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1MDB의 연쇄 디폴트를 정치 불안정의 핵심요인으로 꼽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임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의 미래 불가측성이 문제라고 지적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사건은 향후 더욱더 큰 파장을 몰고 올수도 있을
것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스위스, 싱가폴, 홍콩, 룩셈부르크 등 해외 사법
당국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임.
- 주지하다시피 스위스 검찰은 이미 1MDB 자금 일부가 유용된 정황을 포착
한바 있으며, 이어 사기성 채권 거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 FBI도 골드만삭스의 나집 총리 비자금 돈세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일부 자금이 기존 투자처가 아닌 나집 총리 양아들 소유의 영화사를 통해

320
ASEAN 연구기행

미국영화 제작에 유입됐다는 혐의도 포착한바 있으며, 미국 언론은 나집
총리 부부가 비자금으로 거액의 사치품을 구입한 정황도 보도하고 있음.
- 2016년 5월 싱가폴 중앙은행(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도
1MDB 비자금과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자국 내 스위스계 BSI 은행의 현지
지점에 대해 상업은행 인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린바 있음.
- 따라서 향후 각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정치의 또 다른
폭발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3.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 변화
가. 조코위(Jokowi) 정부의 국익 최우선 외교
2014년 10월에 집권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도모해 왔음. 2015년 1월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장관은 조코위
정부의 3대 중점 외교과제를 첫째, 인도네시아의 주권확보(securing Indonesian
sovereignty), 둘째, 인도네시아 국민보호 증진(enhancing the protection of
Indonesian citizens), 셋째, 경제외교 강화(intensifying economic diplomacy)로
규정했음.
- 실제로 조코위 정부는 자국 영해를 침범하여 나포된 주변국(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어선들을 모아서 해상에서 차례로 폭파하는 행사를
수차례 공개함으로써, 국내외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정정이 불안한
예멘에서 철수시키는 작업도 신속히 완료한바 있음.
- 그가 집권한 이후 인도네시아 외교관들의 최우선 임무로서 투자와 무역을
증진시키는 세일즈 외교가 각별히 강조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는 외교가 아니라 시급한 국내 문제, 특히
경제 문제 해결이며, 그에게 2차적 중요성을 갖는 외교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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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국가위상 증진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에 기초한 구체적 이득(benefit)임.
- 전임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어떤 세력
에게도 적이 되지 않겠다(thousand friends, zero enemy)"라는 정치적 수사에
대하여, 조코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를 친구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한바 있음.
- 또한, 그는 “외교적 필요에 따라 상대방 정상들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지나
쳐서는 안 된다(not too much)”라는 언급을 통해 그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외교관을 엿볼 수 있음.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구체적 결과가 즉각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의전행사가 수반되는 다자외교보다는 직접적으로 상호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실질적 양자외교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양자외교에
있어서도 동남아 주변국들에 대한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보다는 중국, 일본 등
경제적으로 얻을 것이 많은 강대국과의 관계강화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2014년 11월 조코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개최된 중국이었는바, 그는
미얀마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와 호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했으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역대 신임 대통령이 ASEAN 국가
들을 항상 가장 먼저 방문했던 외교 관례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임.
-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2015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
(plenary session)는 참석했으나, 이어 개최된 정상들의 비공식 행사(retreat)
에는 불참했으며,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도 급박한 국내
문제를 이유로 불참한바 있음.
- 한편 동남아 지역안보의 최대 이슈인 중국-ASEAN 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ASEAN 문제에
방관자적 입장을 보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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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조코위 대통령은 자바지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댈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외교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조코위 대통령의 소극적, 내부지향적 외교 행보는 전임 유도요노 대통령
의 적극적, 대외지향적 외교 행보와는 분명히 대조적인 것임.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외교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특히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의 다자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남아에서
자국의 지역적 역할을 증대시키려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음.
-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미·중 경쟁에 대한 ASEAN의 전략적 대응 양식으로서
소위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 독트린을 제시했는바, 이는 동남아
지역에서 그 어떤 강대세력도 지배적이고 완전한 승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
겠다는 전략이었음.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역내외 중견국들(middle powers)이 주도하는 안보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하고 중첩된 다자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감으로
써, 역내외 어떤 국가도 배제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 강대세력도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가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음.
- 이를 위해서 동남아 국가 연합체인 ASEAN의 역할이 일차적 중요성을 가지
며, ARF, ADMM+, ASEAN+1, ASEAN+3, EAS 등 ASEAN 중심의 각종
다자협력체제 및 다양한 차원의 양자 또는 삼자 관계 네트워크(대표적으로
한국-인도네시아-호주를 연결하는 KIA)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려 노력했음.
-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ASEAN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비록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남중국해 문제해결에도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고,
특히 2012년 ASEAN 외무장관회의 시 남중국해 관련 의장성명 무산사건
직후 나탈레가와(Natalegawa) 외교장관의 활발한 셔틀외교를 통해 ASEAN
의 내부적 분열을 봉합하는 데 전력투구한 바도 있음.
조코위 대통령의 외교는 편협한 민족주의, 협소한 국가이익 개념, ASEAN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다수의 관찰자와 전문가들은 지방 사업가 출신으로 자카르타 정치와 외교에
경험이 없고 무관심한 조코위 대통령이 당면한 국내 문제에 함몰된 결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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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음. 이는 또한 역으로 국내 문제 해결을 등한시하고 과대포장된
외교 성과만을 앞세웠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비판여론을 수렴한 결과
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임.

나. ASEAN 중시정책의 변화 가능성
조코위 대통령의 외교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동남아 최대국 인도네시아가
전통적 ASEAN 중시정책을 방기, 또는 나아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임.
이미 상당수 ASEAN 국가들은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으며, 우려를
공공연히 표시하고 있음.
- 일례로 조코위 집권 초기 표방된 강력한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은 다수
ASEAN 국가들에게 인도네시아가 ASEAN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음.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차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의 각종 연설, 발표문에 ASEAN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근거는
조코위 대통령의 신외교 구상이 기존의 ASEAN을 넘어서 더욱 큰 틀에서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임. 최근 인도네시아는 내부적
으로 장기 국가비전을 가다듬고 있는바, 이는 향후 2050년경에는 인도네시아
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외교보좌역을 맡고 있는 리잘 수크마
(Rizal Sukma;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CSIS 전 소장, 현 영국주재 대사)는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는 ASEAN 중심의 기존 외교 틀을 넘어서는 보다 광역의
범주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그는 인도네시아는 보다 단호한(assertive) ASEAN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SEAN 단합이라는 명분을 위해 국가이익을 타협해서
는 안 되며, 더 이상 ASEAN이라는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며,
특정국가 또는 ASEAN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그룹으로부터 자유롭게 국가

324
ASEAN 연구기행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하며, 여타 ASEAN 국가들과 다른 외교적 선택을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따라서 그는 단적으로 ASEAN은 과거 인도네시아 외교의 “유일한 주춧돌
(the cornerstone)”이었지만, 이제는 “주춧돌 중에 하나(a cornerstone)”라고
재평가함.
- 나아가 그는 최근 “아시아 4대 강국론(Asia Fulcrum of Four)”을 제기했는바,
향후 범태평양-인도양(pan Indo-Pacific 또는 Pacindo)의 지역질서를 재편
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역내 강대국 중국, 일본, 인도와 함께 협의체를
형성하여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물론 이는 그의 개인적 의견이며 인도네시아의 공식입장은 아니나, 그가
조코위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주목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코위 정부의 “글로벌 해양세력론(global maritime fulcrum)”
비전은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후 주요 국가
어젠다로서 인도네시아의 해양세력화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 비전은 역사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바, 전통적 해양
세력인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세계정치와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허브국가”로서 새로운 전략적 중요성과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임.
- 특히 허브국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최대 무슬림 국가이자 세계 3번째 민주주의
대국으로서 향후 국제관계에 주요 행위자로서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임.
-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주요 해운항만 인프라를 대대적
으로 확충하고, 동시에 해군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원대하고 야심찬 구상, 즉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어젠다는 기존의 ASEAN 중시정책으로부
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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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4대 강국론이나 글로벌 해양세력론 등은 조코위 정부의 외교가 소극적,
수동적, 내부지향적이라는 일반적 비판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 능동적, 외부
지향적 관점에서 재평가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임. 물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임.
중요한 것은 과연 인도네시아가 ASEAN 중시정책을 포기했거나 또는 포기할
것인가 하는 점임. 조코위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
는 결코 ASEAN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ASEAN 때문에 국가이익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조코위 정부는 변화하는 전략환경 하에서 국가이익을 객관적으로 재평가
함으로써 보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ASEAN에 접근하고 있다고 자평
하고 있음. 반면 다수 ASEAN 국가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외교행태에
불안함과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음.

4. 평가 및 전망
향후 ASEAN 핵심국가들의 국내정치 불안정과 외교정책의 변화는 ASEAN
역내 리더십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태국의 당면한 정치현안은 임박한 개헌 문제이지만, 이는 해법을 찾기 힘든
태국 정치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연로한 현 국왕 사후 예측 할
수 없는 정치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태국정치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자금 의혹으로 현 나집 총리가 조기에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향후 해외 사법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나집 총리의 거취에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임.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기조는 기존의 ASEAN 중시정책
으로부터 일정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ASEAN 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역내 국가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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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임.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향후 태국의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처 내년 중 민정이양이 가능할지
는 현재로서 지극히 불투명한바, 이 과정에서 계엄령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친탁신계 정치세력이 다시 발현할 경우 또 다른 대규모 유혈사태로까지
발전할 소지도 있을 것임.
- 향후 나집 총리가 해외사법 당국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좌를
지킬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국내적으로 레임덕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2018년에 예정된 총선에서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현재 국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
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며, 설혹 그가
패배하더라도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 프라보워(Prabowo)가 집권할 경우
조코위 정부보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민족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할 가능
성이 있음.
- 향후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국내정치 문제로 대외 문제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특히 새로운 외교기조를 표방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장기 집권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ASEAN 중시
정책은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한편 ASEAN 역내 리더십 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ASEAN 의장국 라오스의
외교행보도 주목의 대상임.
- 라오스는 2016년 1월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ASEAN의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바, 친북적인 라오스는 핵실험을 규탄하는
태국, 베트남 등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 있는 내용도 담지 않았음.
- 또한, 친중적인 라오스는 2016년 4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캄보
디아, 브루나이와 함께 여타 ASEAN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 4개 항(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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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 분쟁해결 방식에 관한
각국 선택권 존중 및 일방적 강요 반대, 직접 당사국 간 대화·협상으로 영토
및 해양권익 분쟁 해결, 역외국가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합의함으로써, ASEAN의 내부적 혼선을 초래함.
- 따라서 이러한 라오스의 친중적 행보에 대해 여타 ASEAN 국가들은 2012년
의장국 캄보디아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음.
물론 아직까지는 핵심국가들의 국내정치 불안정과 외교정책 변화로 ASEAN
역내 리더십 약화가 ASEAN의 운영에 본질적인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울 것임. 특히 조코위 대통령 집권 초기 일부에서 우려했던 ASEAN
공동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공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와
는 달리, 현재 인도네시아는 ASEAN 경제공동체 추진과 RCEP 협상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ASEAN 간 남중국해 문제는 ASEAN의 역내
리더십 약화로 초래된 회원국들의 내부적 단합에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음. 2016년 6월 14일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ASEAN 외교장관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수 시간 만에 철회(retract)되면서 ASEAN 회원국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했음.
- 공동성명에서 문제시된 부분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지칭하여 중국
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 라오스, 캄보디아가 제지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성명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 버렸다는 것임.
- 인도네시아는 성명이 실수로 발표되었다고 해명했으나, 말레이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ASEAN의 연대가 깨진 것으로 간주함.
- 더욱이 회의 후 ASEAN 회원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각자 성명을 통해 발표
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성명을 발표한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뿐이었음.
- 공동성명 철회는 물론 중국이 배후에서 ASEAN 의장국 라오스에게 로비한
결과인바, 이는 2012년 캄보디아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무산에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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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제2의 외교실패로 기록될 것임.
이와 같은 ASEAN 내부의 리더십 약화 또는 부재는 회원국들 간 단합을 유지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리더십의 약화와 부재는 ASEAN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ASEAN 분열을 가속화시키려
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ASEAN의 공동대응 실패로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ASEAN 간 쟁점에서 중국-미국 간 안보 문제로 전환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임.
- 뿐만 아니라 향후 ASEAN 경제공동체 추진과정에서 VCLM 등 일부 국가
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내 경제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2025년
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
- ASEAN이 핵심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에서 분열되고 핵심경제 이슈인
역내 경제통합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ASEAN의 적실성(relevance)은 다시
한 번 의문시될 것이며, 이는 곧 ASEAN의 위기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임.
최근 영국의 EU 탈퇴(Brexit)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는 ASEAN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하지만 향후 ASEAN은 EU와 같이 회원국 탈퇴라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고도로 통합된 EU와 비교하여 ASEAN의 지역통합 수준이 매우 낮고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일부 불만을 가진 어떤 국가도 구태여 탈퇴를 고려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임.
- 다수 동남아국가들에게 ASEAN은 역내 평화와 안보유지, 경제협력, 역외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위해 적어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은(better than nothing)
존재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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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고려사항
가. ASEAN 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 모색
한국은 ASEAN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관계에서 대체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한국은 ARF, ADMM+, ASEAN+1, ASEAN+3, EAS 등 ASEAN 주도의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년부터 역외국가
로서는 최초로 ASEAN과 안보대화(security dialogue)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
-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ASEAN 국가들이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
또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어 때로는 어려움이 노정되기도 함.
- 따라서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의 빈도는 낮추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한국은 ASEAN 역내 리더십 약화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개별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양자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ASEAN
내 일부 주요국가들을 우리의 역내 거점국가로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음.
예컨대 중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을 거점
국가로 삼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왔음.
- 한국은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이 큰 베트남과 미얀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특수한 양자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한국과 특별한 역사적, 전략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미얀마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임.

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전략적 대응 모색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내부적 연대가 사실상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문제는 ASEAN-중국 간 이슈에서 미국과 중국 간 안보쟁점
으로 전환, 확대되어 나가는 양상을 띠게 될 것임. 이는 향후 한국이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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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외교적 요구와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함.
이미 미국은 남중국해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도 일본, 호주 등과
같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보다 명료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과 함께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역내외 국가들이 합동으로 남중국해를 순찰
하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은 향후 남중국해
문제 추이를 관망하면서 이에 대한 외교적, 전략적 대응 방안들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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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2016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목

차

1. 2016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1. 2016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6년 9월 6~9일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제28차 및 29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19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또한, ASEAN은 동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호주, UN 등과도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가졌는바, 특히 ASEAN과 중국은 대화관계
(dialogue partnership)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음.
-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6년 하반기 중 일본에서 한·중·일 회의가 추진될 예정인
관계로 이번에는 개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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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동남아국가들이 2015년 말 ASEAN 공동체
(ASEAN Commuinty)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2017년에 창설 50주년을
맞는 ASEAN과 창설 20주년을 맞은 ASEAN+3 협력체제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음. 이와 함께 역내 최대 안보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이 미칠 영향과 향후 이 문제의
해법 도출이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ASEAN 정상들은 2015년 정상회의 시 채택된 「ASEAN Community Vision
2025」를 중심으로 ASEAN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ASEAN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의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음. 이와 함께 정상들은 2000년부터 역내 후발국들(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ASEAN 역내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와 역내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ASEAN 국가들 간 연계성을 증진시키려는 ASEAN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사업의 지속적인 이행 상황도 검토했음.
한편 ASEAN 정상들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음.
-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매립(land reclamation)에 대한 “일부
(some)” 지도자들의 심각한 우려와 이로 인한 역내 신뢰구축에 손상 가능성
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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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in and over-flight above), 1982년 UN
해양법(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 중국과 ASEAN 간 합의한 기존의 남중국
해 행동선언(DOC: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중국과 협상 중인 남중국해 행동규범
(COC: the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의 조속한 체결 등을
촉구함.
- 이번 중국-ASEAN 특별정상회의 시 채택될 “해양에서 우발적 조우시 행동
규칙(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과 “DOC 이행에 있어
해양긴급상황 관리를 위한 핫라인 가이드라인”을 환영하고 2016년 중 중국ASEAN 간 COC가 체결되기를 기대함.
- 그러나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킨 2016년 7월
국제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내용은 거론치 않았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정상들은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 2월
미사일 발사, 8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UN 안보리 결의 준수, 조속한 6자회담 개최 등을 촉구했음.
정상들은 2017년 필리핀의 ASEAN 의장국 수임을 확인하고, ASEAN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나. 한-ASEAN 정상회의
양측의 지도자들은 지난 1년간 한-ASEAN 관계발전을 평가하고 향후 양측
관계 발전을 위해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16-2020)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함.
-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발효 등 지속적인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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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SEAN 측의 「제3차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작업계획」과 「ASEAN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15」 채택을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ASEAN의 이니셔티브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함.
- 특히 개발격차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동남아지역에 ‘새마을 운동
시범마을’ 확대, 의료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2016년 10월 ‘부산 아시아 영화 학교’를 개원
하여 ASEAN 국가들과 영화 인재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한-ASEAN
문화 교류의 해인 2017년 중 부산에 ‘ASEAN 문화원(ASEAN House)’을 개원함
으로써 한-ASEAN 간 쌍방향 문화교류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역내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측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입장에 공감하고,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분쟁이
평화롭고 창의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다. ASEAN+3 정상회의
ASEAN+3 정상들은 그간 ASEAN+3 협력체제가 역내 지역협력을 이끌어온
유용한 기제이며, 현재 「ASEAN+3 협력사업 계획(Work Plan) 2013-2017」 및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특히, 금융협력, 식량안보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2017년은 ASEAN+3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함.
정상들은 향후 기존의 금융, 식량안보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
는 동시에 ASEAN 연계성, 무역 및 투자, 중소기업 역량 강화, 교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 한편 ASEAN 측은
ASEAN 공동체의 실질적 완성의 필수 요건인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강화를

336
ASEAN 연구기행

위해 채택된 「ASEAN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및 「제3차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작업계획(Work Plan)」
의 이행을 위해 한·중·일 3국의 기여를 요청함.
또한 정상들은 테러, 극단적 폭력주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 같은 전통,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ASEAN+3 차원의 협력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함.

라.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국 동아시아 정상들은 EAS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우선 협력 분야
(에너지, 교육, 금융, 보건, 환경 및 재해관리, ASEAN 연계성)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해양협력, 군축 및 비확산, 식량안보, 테러리즘, 난민, 불법 어로 등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함.
-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EAS 비확산 성명(East Asia Summit Statement on
Non-Proliferation)」을 채택한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포기, UN 안보리
결의 준수,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또한, 정상들은 ASEAN 사무국 내 EAS 담당 부서(unit) 설치와 EAS 대사회의
공식 출범을 환영함.
한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정상들은 항행의 자유, 분쟁의 국제법적 해결, 비군사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이번 중국-ASEAN 특별정상회의 시 채택된 “해양에서 우발적
조우시 행동규칙(CUES)”및 “DOC 이행에 있어 해양긴급상황 관리를 위한
핫라인 가이드라인”과 중국-ASEAN 외무장관 회의 시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남중국해 행동규범(DOC)의
조속한 체결을 환영함.
-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과 같이 EAS 의장성명에도 2016년 7월 국제
중재재판소(PCA) 판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는바, 다만 EAS 의장성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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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several) 지도자들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remained
concerned over)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등 일부 국가들
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함.

3. 평가 및 전망
가. 남중국해 문제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킨 2016년 7월 국제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실제로
정상회의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음.
-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PCA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PCA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중국은 분쟁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관심의 초점은 분쟁의 당사국들(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
기타 비당사국들 간 간극과 함께 특히 친중적인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중국
의 입장을 강력히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ASEAN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음.
이에 대한 ASEAN의 대응은 PCA 판결에 대한 무언급이었음. ASEAN 정상
회의, ASEAN+3 정상회의 그리고 EAS 등 ASEAN이 주도하는 모든 의장성명에
PCA 판결 내용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음.
주지하다시피 지난 수년간 ASEAN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부
분열상을 노정해 왔음.
- 먼저 2012년 ASEAN 의장국 캄보디아의 친중적 성향 때문에 ASEAN 외교
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이 무산된 사태가 발생
했는바, 이는 ASEAN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중재
로 외견상으로는 봉합되었지만, ASEAN 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되었음.
338
ASEAN 연구기행

- 이후 친중적인 라오스는 2016년 4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캄보
디아, 브루나이와 함께 여타 ASEAN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
4개항(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ASEAN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가 중국ASEAN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한 각국
선택권 존중 및 일방적 강요 반대, 직접 당사국 간 대화·협상으로 영토 및
해양권익 분쟁 해결, 역외 국가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합의함으로써, ASEAN의 내부적 혼선을 초래한바 있음.
- 이어 2016년 6월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ASEAN 외교장관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수 시간 만에 철회(retract)되면서 ASEAN
회원국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바, 동 성명에서 문제시된
부분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지칭하여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 라오스, 캄보디아가 제지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성명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 버린 것임.
- 인도네시아는 성명이 실수로 발표되었다고 해명했으나, 말레이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ASEAN의 연대가 깨진 것으로 간주했으며, 더욱이
회의 후 ASEAN 회원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각자 성명을 통해 발표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성명을 발표한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뿐이었음.
- 이러한 공동성명 철회는 물론 중국이 배후에서 ASEAN 의장국 라오스에게
로비한 결과인바, 이는 2012년 캄보디아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무산
에 이은 ASEAN 제2의 외교 실패로 간주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ASEAN은 일단 내부적 봉합을 통해 대외적으로 이견을 노출
시키지 않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임. 즉 ASEAN은 회원국들 간 이견의 소지가 매우 클 수 있는 PCA 판결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임.
- 더욱이 2013년 중국을 PCA에 재소했던 필리핀도 2016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과 양자협상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번 정상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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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과 함께 또 다른 핵심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은 다소 간접적인 방식으
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ASEAN의 내부적 합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음.
한편 중국은 PCA 판결에 따른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과 외교적
압력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쟁 대상인 ASEAN
까지 무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중국해 행동규범(COC)의 조속한 체결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2017년 중반까지 COC의
기본골격(framework)을 마련키로 ASEAN과 합의했음.
- 사실 2013년 중국과 ASEAN이 COC 협상을 개시한 이래 매우 더딘 진전을
보여왔기 때문에, 상당수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협상의지에 강한 의구심
을 갖게 되었고, 다수 역외 국가들은 이를 중국의 “시간끌기용”으로 간주
하고 있었음.
- 지난 수년간 ASEAN과 대다수 역외 국가들은 COC의 조기체결을 지속적
으로 촉구해 왔던바, 중국은 이를 외견상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이는 또한 중국이 줄곧 강조해 왔던 분쟁의 당사자 해결 원칙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며, ASEAN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PCA 판결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부 언론은 이를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음.
나아가 ASEAN은 2017년까지 COC의 체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과연 2017년 중반까지 COC의 기본골격이 마련되고 연말에
중국- ASEAN 간 COC가 공식 체결될지는 미지수라 할 것임. 물론 중국이
ASEAN 측의 강력한 요청과 PCA 판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우회하기 위해
COC의 조기체결이라는 카드를 빼 들기는 했지만, 현재까지의 협상 진전
과정과 향후 미·중 관계 및 중국 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이 일단 2017년 중반까지 COC의 기본골격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 세부 사항을 놓고 ASEAN 측과 협상을 장기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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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미국 신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확실치 않음.
-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를 전후로 중국 정치의 변화가 외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임.

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협정(RCEP) 협상
2013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을 발표하고,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 협상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러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배경은 2015년 RCEP 협상국 정상
들이 2016년 말까지 RCEP 협상을 타결하기로 선언했으나, 연내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 현재까지 14차례의 협상과 4차례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었
으나, 그간 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는바, 금년도 중국, 인도네시아
에서 예정된 2차례의 협상에서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
이처럼 RCEP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참여국들의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과 교역구조가 매우 상이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즉 일본, 호주 등 역내 선진국
들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반면, 인도 및 일부 ASEAN 국가들
은 가급적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참여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품의 경우
에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음.
- 또한, 서비스와 투자 부분의 경우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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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RCEP 협상이 지지부진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주도
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과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RCEP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임.
- 주지하다시피 지난 수년간 미국 주도의 TPP(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 등 12개
국 참여)와 중국 주도의 RCEP은 향후 아태지역 경제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가름하는 양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음.
- 2015년 TPP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미국이 앞서 가는 듯 했으나,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면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이 매우 어려워 보이며, 현재 민주, 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인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TPP에 유보적 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비준 가능성
이 불확실해지고 있음.
- 이러한 TPP 발효의 불확실성이 정치적으로 RCEP 협상의 추동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RCEP 참여국들 간 협상 타결의
시급성 또는 절박성이 약해지고 있음.
- 또한, 일본, 베트남 등 그간 TPP에 주력해온 일부 국가들은 RCEP을 TPP
보다 먼저 발효시키기 어려운 입장이고, 다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모두 의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향후 RCEP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많은 정치적, 경제적 난관이 예상되며,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으로 전망됨. 한편, 경우에 따라 협상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궁극적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임. 2015년과는 달리 이번 공동성명에서 RCEP
협상의 최종 타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비단 아태지역에서 RCEP 및 TPP 뿐만 아니라, 최근 범세계적 차원에서
일고 있는 보호주의(protectionism)의 파고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Mega FTA) 협상이 대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미국과 EU가 2016년 내 타결을 목표로 했던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은 물론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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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EU-Mercosur FTA, EU-ASEAN FTA 협상 모두 영국의 EU 탈퇴
(Brexit) 이후 사실상 정체 또는 무산된 상태임.
- 다만, 이를 우회하기 위해 EU는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개별국가들과 양자 FTA 협상을 각각 완료 또는 진행
하고 있으며, 중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 Mercado Comun del Cono sur)
국가들과도 이와 유사한 협상을 모색하고 있음.

다. 북한 문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ASEAN 외교에 중요한
성과를 도출했음.
-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과 EAS에서 채택한 비확산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포기, UN 안보리 결의 준수,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핵심내용이 포함되었음.
- 뿐만 아니라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인 2017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ASEAN 외교장관 성명 “ASEAN Foreign
Ministers’ Statement on the Nuclear Test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다음날 즉각적으로 채택되었음.
과거 일부 ASEAN 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제기했던 한반도 및 북핵 문제와 관련
하여 일종의 피로현상(fatigue)을 노정해온 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남북경쟁에서 북한이 명백히 패배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거나, 때로는 남북한에 대해 양비론을 펴기도 했음.
특히 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의장국 라오스 주도의 ASEAN 외교
장관 성명의 내용은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음. 그러나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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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ASEAN 관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미국과 일부 동남아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정부
와의 관계악화가 향후 미국의 대ASEAN 정책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예정된 미-필리핀 정상회의 직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양자 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EAS에서 과거 미국의 식민지배 시 필리핀
에서 대량 주민 학살 등 미국의 역사적 인권탄압 및 유린 사례를 제기함.
- 2014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현재까지 계엄령하 군부 통치를 유지
하고 있는 태국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민정이양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미-태국 간 외교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태국 간 정상회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5년 미국 유수의 언론을 통해 촉발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1MDB)의
부실운영과 대규모 비자금 유용 스캔들에 휩쓸린 말레이시아의 나집 총리
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미-말레이시아 관계도
악화되고 있음.
문제는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악화가 단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임.
- “필리핀은 미국의 영원한 갈색 동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필리핀 두테
르테 대통령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수반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연장, 확대
하고 있으며, 미국과 기존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는 할 것이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 군사협력도 모색하는 등 독립적(independent) 외교 노선을 표방하
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합동순찰을 거부하고 심지어 민다나오에
주둔하고 있는 소수의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엄포도 마다하지 않고 있음.
- 민주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대해 “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프라윳 총리는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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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통해 비민주적인 신헌법을 확정하고 2017년 말까지 민정이양
을 완료한다는 정치일정을 밝혔지만, 태국 내 보수 정치세력들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프라윳 총리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여 프라윳을 차기 총리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형식적인 민정이양 후에도 군이
여전히 실질적 권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미-태국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임.
- 말레이시아 내 반 나집 총리 야당세력들의 비판과 미국 언론의 폭로 및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차기 총선이 예정된 2018년까지는
나집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은 희박한바, 나집 총리는 장기 집권당 통일말레
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과 행정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야당은 구심점 없이 사분오열되어 있기 때문임.
동남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special)
관계를 유지해온 분쟁 당사국 필리핀과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태국 군부와의 불편한 관계는 전략적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수면하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고,
최근 태국 군사정부가 보다 더 친중화되고 있는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어,
결국 중국이 전략적으로 수혜자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필리핀은 2017년 차기 ASEAN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역외 주요세력들과의 관계 재정립
을 추구할 수도 있음.
따라서 차기 미국 신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의 방향이 미국과 이들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을 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임. 그러나 미국의 차기
정부도 현재 미국이 동남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들과의 난관
을 회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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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SEAN 역내 리더십 문제
최근 ASEAN은 역내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여 왔음.
무엇보다도 ASEAN은 지난 수년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모색
하는데 실패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내부적 분열상을 노정해
왔음. 뿐만 아니라 과거 ASEAN 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인도네시아
의 존재감도 최근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음.
ASEAN은 전통적으로 내부 운영에 있어서 회원국들 간 협의(consultation)와
합의(consensus)의 관행을 중시해 왔으며, 공식적으로 주도국을 인정치 않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역내 선발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리고 인도
네시아 등 4개 핵심 국가들(core states)이 역내 리더십 구축에 중심이 되어 왔음.
ASEAN은 대체로 주요사안들에 대해 이들 핵심 4개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원국들 간 다양한 이견들을 조정해 왔음.
- 특히 핵심 4개국 중에서도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역내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는바, 동남아 인구와 경제력
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자연스럽게 동남아와 ASEAN의 사실상의
주도국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임.
ASEAN 역내 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의장국의 역할임.
주지하다시피 ASEAN 의장국은 10개 회원국들이 순번제로 1년씩 맡아오고
있는데, 의장국은 ASEAN 내 각종 회의체 운영에서 의제설정(agenda setting)과
우선순위설정(priority setting)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매년 의장국
의 역할에 따라 ASEAN은 순항할 수도 있고 난항을 할 수도 있음.
- 이처럼 ASEAN 역내 리더십은 핵심 4개국의 역할과 역내 최대국 인도네시아
의 고유한 역할 그리고 의장국의 역할로 형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곧 ASEAN
역내 리더십의 약화로 노정될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 핵심 4개국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내정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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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로 ASEAN 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불투명
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ASEAN 의장국 라오스의 행보도 의문시되어
왔기 때문임.
- 주지하다시피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프라윳 군사정부는 미국 등
서구 국가들로부터 비판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외교적으로 사실상
고립되어 있으며, 향후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 실시, 경제 회생과 같은 산적
한 국내 문제에 봉착해 있음.
- 말레이시아의 나집 총리는 야권은 물론 집권당 내 마하티르 전 총리 지지
세력으로부터 국부펀드 관리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과 자금의 개인
유용 혐의로 사임하라는 심각한 내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 2014년 집권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외교 문제보다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에 골몰해 있으며, 그의 새로운 외교 기조는 기존의 ASEAN 중시
정책으로부터 일정한 변화 내지는 일탈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ASEAN
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점차 약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금년도 의장국 라오스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친중적 태도를 견지함
으로써 회원국들 간 혼선을 빗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과거와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ASEAN 내 갈등 봉합과 내부 단합을 도모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더욱이 차기 의장국 필리핀의 향후 외교 행보도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보여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행태의 문제
점은 극단적인 예측 불가성(unpredictability)이라고 할 수 있음. 그는 인권
문제를 거론한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수면하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등 독자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ASEAN 의장국으로서 향후 어떠한 외교 행태를 보일지 현재로서 예측 불가한
상황임. 물론 일과성 사안(happening)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ASEAN 내부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미국, 중국 등 주요 역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평지풍파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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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ASEAN 내부의 리더십 약화 또는 부재는 회원국들 간 단합을 유지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리더십의 약화와 부재는 ASEAN의
위기를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임.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ASEAN 분열을 가속화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ASEAN의 공동대응 실패로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ASEAN 간 쟁점에서 중국-미국 간 안보 문제로 전환되어 갈 수도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향후 ASEAN 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CLMV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내 경제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 할 경우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임.
- ASEAN이 핵심 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에서 분열되고 핵심 경제 이슈인
역내 경제통합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ASEAN의 적실성(relevance)은 다시
한 번 의문시될 것이며, 이는 곧 “ASEAN의 위기”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임.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남중국해 문제
이제까지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한국은 그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는바, 항행
의 자유, 국제법 준수, 비군사화 등도 이에 해당됨.
-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PCA 판결을 계기로 분쟁이 평화롭고 창의
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중국
-ASEAN 간 COC 체결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음을 표명함.
향후에도 한국은 미국, 중국, ASEAN 모두에게 균형적인 외교적 접근을 유지
해 나갈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단기에 해결 될 수 없는
과제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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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도 주목의 대상인바, 이에 대한
외교적, 전략적 대응 방안들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나. 북한 문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한 일부 ASEAN 국가
들의 외교적 피로감,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 양비론 등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임.
- 이번에 ASEAN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규탄한 것은 명백히 역내 안보의 위협
이 되는 제5차 핵실험을 정상회의 기간 중 불시에 강행했기 때문임.
- 그러나 향후 친북적인 일부 국가들은 경우에 따라 북한 입장을 옹호할 가능
성을 여전히 배재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의 빈도는 낮추되 효과를 극대
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즉, ASEAN 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EAS 등 정치 안보 협의체에서는 북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되, 경제 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ASEAN+1, ASEAN+3 정상
회의에서는 가급적 절제(low-key)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RCEP 추진 문제
향후 TPP 비준과 발효가 무산 또는 표류함으로써 RCEP 협상 역시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임. 한국은 일단 RCEP 회원국들과 협상을 가속
화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RCEP 협상을 종결지을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향후 RCEP 협상이 무산 또는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한·중·일 3국 FTA를 재추진하는 동시에, 한-ASEAN 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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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유화 및 ASEAN 개별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개선(upgrade)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라. ASEAN 국가들과 양자 양자관계 강화
한국은 ASEAN 국가들과 다자 및 양자관계에서 대체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한국은 ARF, ADMM+, ASEAN+1, ASEAN+3, EAS 등 ASEAN 주도의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년부터 역외 국가
로서는 최초로 ASEAN과 안보 대화(security dialogue)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
향후 한국은 ASEAN 역내 리더십 약화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개별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양자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ASEAN 내 일부
주요 국가들을 우리의 역내 거점 국가로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음. 예컨대,
중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을 거점 국가로
삼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왔음.
한국은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이 큰 베트남과 미얀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특수한 양자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베트남은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한국과 특별한 역사적,
전략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미얀마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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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ASEAN+3, 한-ASEAN, EAS를 중심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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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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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7년 11월 13~14일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제30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20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ASEAN은 동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UN 등과도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가졌는바, 특히 이번에는 의장국 필리핀의 특별
초청으로 캐나다도 참석했음. 이와 함께 전체 참여국들 간 한·중, 미-인도
등 다수의 양자정상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음.
-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개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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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동남아국가들이 2015년 말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2017년에 창설 50주년을
맞는 ASEAN과 창설 20주년을 맞은 ASEAN+3 협력체제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미국 신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역내
최대 안보 쟁점으로 부각된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리고 미얀마
로힝자 소수민족 문제가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제31차 ASEAN 정상회의
동남아 10개국 정상들은 ASEAN 창설 50주년을 기념, 축하하고 그간 역내
평화와 안정, 발전과정에 동 협력체가 기여한 부분을 재확인함. 또한, 의장국
필리핀이 제시한 ASEAN 발전의 6대 우선 주제(인간 중심, 역내 평화와 안정,
해양안보 및 협력, 포용적 혁신성장, ASEAN 탄력성, 지역협력 모델로서
ASEAN 등)에 주목함. 이와 함께 2025 ASEAN 공동체 비전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대 공동체 건설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함.
- 정상들은 신임 ASEAN 사무총장(임기 4년)에 브루나이 출신 림 족 호이
(Lim Jock Hoi)를 임명키로 함.
한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국과 역내외국가들의 비군사화
(non-militarization)와 자제(self-restrai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법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2018년부터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규범
(COC: Code of Conduct) 채택을 위한 공식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의 로힝자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나 비난 없이 평화와 안정,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
하는 미얀마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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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0차 ASEAN+3 정상회의
ASEAN+3 정상들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공동 대응했고
지난 20년간 금융,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
하고, 최근 보호주의와 반세계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과
지역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ASEAN+3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향후 미래 협력의 중점분야로서 그간 ASEAN이 추진해온 연계성(connectivity)
증진 및 개발격차 해소, 중소기업 협력 등이 논의되었으며,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등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내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함.
지역 정세와 관련하여 다수 정상들은 북한 핵 문제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제기하였으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발언은 없었음.
- 일본은 대북압박의 극대화를 통하여 북한 스스로 핵 및 미사일 포기를 조건
으로 대화를 요청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함.
한편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III: East Asia Vision Group Ⅲ) 설치를 제안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동 제안을 지지하였음.

다. 제19차 한-ASEAN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한-ASEAN 관계 발전의 청사진으로서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함.
- 한국과 ASEAN 공히 “사람을 중시하는(people-centered)” 공통의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 평화
(peace)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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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구상의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서 “사람 중심의 국민외교”, “국민이
안전한 평화 공동체”, “더불어 잘 사는 상생 협력”을 제시했음.
- ASEAN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ASEAN 특사 파견 등에서 나타난 한국 신정부
의 일관된 ASEAN 중시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한-ASEAN 관계 발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음.
양측 정상들은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불 목표달성을 위해 한-ASEAN
추가 자유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함.
- 문 대통령은 연계성 강화와 개발격차 해소 등 ASEAN의 우선순위 사업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2019년까지 한-ASEAN 협력기금 2배 증액,
글로벌 인프라 펀드 확대를 통한 연계성 증진, 한-메콩 협력기금 3배 증액,
ASEAN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전수와 직업교육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설명함.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국민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ASEAN 기획단’을 설립하여 대ASEAN 국민외교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ASEAN 측은 2017년 ‘한-ASEAN 교류문화의 해’의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특히 부산 ASEAN 문화원 개원에 대해 한국 측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동 문화원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나타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ASEAN 정상들은 북핵 및 미사일 개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과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6자회담 재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의 건설적 대화를 기대함. 또한, ASEAN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meaningful)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항구적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 이에 문 대통령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양측 간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어왔음을 상기하면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관심과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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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정상들은 북핵 및 북한 문제, 남중
국해 문제,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얀마
라카인 사태 등 지역 및 국제정세와 EAS 미래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음. 이와
함께 정상들은 화학무기, 대테러리즘, 빈곤완화, 돈세탁 방지 등 4개의 EAS
별도 성명을 채택했음.
- 화학무기 성명(EAS Leaders’ Statement on Chemical Weapon)에는 2017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한 우려가 포함됨.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정상들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핵 불용 및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UN 안보리
결의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북한이 참가하는 평화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EAS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 정상들은 지역 내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함.
-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정상들은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반면, 필리핀이 제소했던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음.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정상들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동 지역 내 폭력 종식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 이에 미얀마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은 이러한 지원을
환영한다고 간략히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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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가. 한국의 대ASEAN 중시정책 천명
이번 정상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대ASEAN 중시 입장과 정책 기조를 “한-ASEAN 미래 공동체”라는 청사진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며, 동남아국가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는 점임.
-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정부와는 달리 ASEAN에 특사를 파견했고,
향후 ASEAN을 미·일·중·러 등 동북아의 4강과 대등한 전략적 비중을 갖는
협력의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음.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대ASEAN 중시정책은 일차적으로는 사드 문제로 어려
움을 겪었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 대상의 다변화 추구에서
시작된 것임.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미·중 경쟁과 갈등하에서
한국과 동남아 간 중소국가로서 공통의 운명, 문화적 친밀성, 경제적 보완성,
외교적 공동대응의 필요성 등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의지로
해석된다는 점임.
양측 간 동반자 관계 구축의 키워드는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이라는
사고와 철학인바,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적 사고와 정책은 동남아국가들이
중시하는 “People-Centered”와 일맥상통한 개념임. 한국은 같은 의미의 이
두 가지 표현을 상호 동반자 관계의 핵심적 연결고리로 삼고 있으며, 이를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한-ASEAN 관계
전반에 확대 적용한 것임.
- “People-Centered”는 공동체의 이익을 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지는 뜻으
로 이해되며, 과거 국가 중심주의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성찰을 반영하는
개념임.
- 이는 한국과 ASEAN 간 정서적, 전략적 공감대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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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한-ASEAN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주도였으며, 한국은 정치, 외교적
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매달렸고, 경제적으로는 교역증대에 중점을 두어 왔는바,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ASEAN 협력관계는 기존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보다는, 양측 간
정서적 유대를 심화시키기 위한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협력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음. 문 대통령이 ASEAN 기획단을 설치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반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이번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ASEAN과의 협력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미래지향적 한-ASEAN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경제, 무역, 군사 등 하드 파워적 접근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통해
동남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국만의 매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이를 찾아내고 개발하여 동남아에
적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나. 북한 문제 해결의 국제적 공감대 형성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성과 중 하나는 북한 문제 해결에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임. ASEAN, ASEAN+3, 한-ASEAN, EAS 등 모든 다자정상
회의에서 북핵 및 미사일 등 북한 문제가 논의되었는바, ASEAN을 포함한
대다수 참가국들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반적인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음.
특히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실험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다수 역내국가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과거 일부 ASEAN 국가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던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
현상(fatigue)도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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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크게 표면화되지 않았음. 이는 남중국해 행동규범 마련을 위한
공식협상개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국과 ASEAN 양측이 갈등이 표면화되
지 않도록 상호 수위를 조절한 결과이며, 역내 최우선 안보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등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번 회기 중 중국-ASEAN 정상회의를 통하여 양측은 ‘남중국해 행동규범
(COC)’을 채택하기 위한 공식협상을 개시하자는데 합의했으며, 첫 회의는
2018년 초반에 열릴 것으로 보임.
- ASEAN과 중국은 2014년부터 행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
시켜 왔으며, 2017년 8월 중국-ASEAN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
규범의 기본 틀(framework)을 채택한 데 이어, 마침내 공식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한 것임.
- 이는 ASEAN과 중국 간 지난 25년간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고도 평가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ASEAN 간 협상에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음. 1992년 ASEAN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공식 제기
한 이래 중국과 ASEAN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2년 ‘남중국해 행동선언(DOC: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동규범 마련을 위해 오랜 협상을 지속해 왔음.
- 이처럼 양측이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는데 실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향후에도 그 진전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이 조속히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임.
현재 양측 간 협상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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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양측 간 채택된 행동규범의 기본 틀이 기존의 행동선언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인바, 미국, 일본, 호주 등 일부 역외 ASEAN 대화 상대국들은
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둘째, 중국은 비공개적으로 행동규범의 법적 구속력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일부 친중(親中) 국가들과 베트남
등 핵심 당사국들 간에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음.
- 셋째, 중국은 행동규범 협상의 개시가 역내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이 없는
안정적인 상황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식협상의 개시는 자동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의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향후 언제 어떻게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이 존재함.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런 점은 국제법에 대한 강한 관심과 높은 전문성
그리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차기 ASEAN 의장국이라는 사실
인바, 싱가포르는 2018년 중 협상개시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라. RCEP 협상타결 모색
ASEAN은 2018년 중 RCEP을 타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임. 2012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발의한 RCEP은
현재까지 20차례의 공식 협상과 8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으나,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마닐라 ASEAN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2018년에는 타결될 수 있도록 차기 협상에 대한 지침
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으로 보임.
2018년 ASEAN 의장국이자 자유무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싱가
포르는 RCEP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2018년 중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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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상이한 16개 RCEP 회원국들은 아직까지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높은 수준의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여타 11개국만으로 공식 출범시키려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일본은 ASEAN과
중국 주도의 RCEP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
따라서 2018년 중 RCEP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RCEP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TPP가 미국의 탈퇴로 실질적 의미를 상실함
에 따라 RCEP 결성의 급박성과 정치적 동력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RCEP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는 이룩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이 타결되어 아시아지역의 16개국 간 느슨하지만,
대규모의 경제통합체가 출범할 경우, 이러한 자유무역 지대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미국의 TPP 탈퇴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무역 기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RCEP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마.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태동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은 국장급
외교 실무자들 간 4개국 협의체 결성을 위한 최초의 비공개 회동을 가졌음.
이로써 소위 “인도-태평양(Indo-Pacific) 4개국 협의체(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 태동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구상은 애초 2007년부터 아시아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대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 지역 질서 재편을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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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해 왔던 일본 아베(安倍晋三) 총리에 의해 비롯된 것임. 이 구상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이 전략적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임.
- 이후 미국, 일본, 호주 간 3국 협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반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왔음.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번 12일간 아시아지역 5개국
순방(한·중·일 및 베트남, 필리핀) 기간 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 기조를 표면화함
으로써, 인도-태평양의 개념과 전략은 역내외적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이번 회기 중 미국-인도 양자정상회의를 통하여 인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감을 표시하고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4개국
협의체 결성이 가시화되고 있음.
-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중시하여 4개국 협의체 결성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도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결정적 이유는 최근 양국
국경지대에서 벌어졌던 심각한 군사대치 상황 때문임.
하지만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며, 향후 상황변화
에 따라 변모할 수 있는 가변성을 띠고 있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지역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법의 지배
(rule of law), 상호 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등의 원칙을 보호,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4개국 간 군사, 안보, 무역,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
一路)에 상응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먼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음.
- 첫째,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를 중시하고 다자협력을 불신하는 트럼프 행정부
가 과연 4개국 간 다자협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음.
- 둘째, TPP 탈퇴를 선언한 미국과 자국 시장개방에 극히 소극적인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간 무역협력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인바, 4개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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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중국의 일대일로에 상응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과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집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임.
- 넷째, 향후 호주에서 현재의 보수 정부가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호주의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4개국 모두 공히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
으로 견제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전략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 외교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안보협력체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됨.
- ‘Pivot to Asia’ 또는 ‘rebalancing’으로 대변되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중시
정책을 비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향후 미국과 아시아
를 연계하는 최소한의 정책 틀로 평가되며, 이 구상에는 사실상 ASEAN이
빠져있는(missing) 것으로 보임.
또 다른 고려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확장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임. 미국은 이 협의체를 일단 4개국으로 출범시킬 것이지만, 4개국을
중심으로 향후 대중견제에 동참 가능한 역내 중소국가들을 최대한 끌어들여
참여국 또는 협력국 확대를 도모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군사안보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국 전체를 총망라하려 할 것이며, 한국,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
등 다각적인 경제, 군사, 외교적 대응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를 상쇄하려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동아시아의 다수 중소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클 것임. 결국 다수 동아시아 중소국가들은 어느 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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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들은 강대국 간 교묘한 줄타기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임.
- 최근 필리핀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 외교가 대표적 사례인바,
중국이 원치 않는 남중국해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는 필리핀
내 미군기지 사용 연장을 지렛대로 군사협력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중국과
경쟁하는 일본으로부터도 경제 원조를 얻어내는 실리를 취하고 있음.

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한·중·일 3국은 빠른 시일 내 한동안 중단되었던 한·
중·일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음. 현재 3국 협력 의장국
인 일본은 물론 중국과 한국의 정상들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었음.
1999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일본 오부치(小渕 惠三) 총리, 중국 주롱지
(朱镕基) 총리에 의해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최초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는 한·중·일 3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별도의 정상회의
를 함께 개최하였음. 그러나 ASEAN+3계기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부터,
3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6년 이후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개최되지 못했음.
그러나 2017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 개최, 일본의 조기
총선 이후 3국 모두 국내적으로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음. 또한, 중·일 간 동중국해 문제,
한·중 간 사드 문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등도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한 점도 정상회의 재개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2018년
초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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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국의 부상과 미국 위상의 퇴조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AS에 참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음.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가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는바, 전임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있다는 관측 때문이었음.
-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외교행사인 EAS
에 참석치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직후 트럼프의 EAS 불참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한 일부 역내외 국가들과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참석키로 다시 결정한 바 있음.
- 필리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ASEAN 국가들과 양자정상회의를 갖는
등 정상적인 일정에 돌입한 듯했으나, 정작 11월 14일 오후 행사 지연으로
EAS가 수 시간 연기되자, 돌연 불참 의사를 밝히고 미국으로 귀환했으며,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했음.
-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 위상의 퇴조를 알리는 상징적 신호로 비쳐질 여지가
충분히 있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
하는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함은 물론, 새로운 양자 간
합의 기반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세계화와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중국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는바,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인 중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부각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음.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가시적인 대규모 무역 외교를
자화자찬했지만, 서구 언론들은 이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는 오히려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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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순방 기간 중 미국 위상의 퇴조를 시사하는 몇 가지 해프닝도 있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자신이 직접 중재하겠다고 나섰으나,
중국은 외세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거부했으며,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도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면서 조용히 사양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다른 미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자유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초법적으로 다수 사상자를 초래하여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음.
- 뿐만 아니라 미-ASEAN 정상회의 중 최근 국내 제1야당 해체를 강행하는
캄보디아의 장기집권자 훈센(Hun Sen) 총리가 트럼프 면전에서 캄보디아
내 미국 대사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난했음.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언론들은 “수퍼 파워의 종말” 또는 “다시 한번
중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미국 소프트 파워 상실” 등 비판적 논조를 이어
가고 있음. 실제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결과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결성도
결국 중국의 부상을 미국 단독의 힘만으로 막기 역부족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와 관찰자들은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를 재개
하려는 것도 미국 위상의 퇴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음.
반면 제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주석 일인 권력을 공고히 한 중국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APEC과 ASEAN 관련 정상회의를 치르면서 스스로 대국
(大國)다운 외교적 면모를 과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에 중국 특색의 사상과 질서를 반영하겠다는 소위 시진핑 주석의
“신형 국제관계”가 시동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정작 중요한 것은 다수 아시아 중소국가들의 반응인바, 대체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중국의 부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점차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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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얀마의 로힝자 소수민족 문제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라카인 지역의 로힝자 소수민족 문제가 주요 사안
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ASEAN의 내부적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
또한, 향후 이 문제가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와 IS 등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연결될 경우, 동남아 전체 및 개별국가 국내안보에 악영향을 끼질
가능성도 커질 우려가 있음.
로힝자 소수민족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연원을 갖고 있는 미얀마의
국내문제이자 동시에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문제임. 2016년 출범한
미얀마 문민정부와 실력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교장관은 대내외적으로
로힝자 소수민족 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수치 여사는 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과 견해를 표출함으로써, 대내외적 비난 및
수치 여사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어 왔음.
- 특히 2017년 들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로힝자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청소와 인권유린 사태는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바,
미얀마 내부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위축된 군부가 다수 불교도
미얀마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편승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함.
이 문제는 이미 역내적으로 ASEAN의 내부적 단합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non-intervention principle)”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ASEAN 국가들 중 회교도가 다수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로힝자 회교도의 인권문제를 이미 공개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임. 향후 말레이
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 문제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이는 ASEAN의
단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다수 서구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UN 등 국제사회에서 로힝자 문제에 대해 미얀마 정부의 입장을

368
ASEAN 연구기행

옹호하고 있는바, 이는 민주화 이후 강대국 간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려는
미얀마를 더욱더 중국에 밀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 싱가포르의 ASEAN 의장국 수임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ASEAN의 운영과정에 매년 교체되는 의장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 회원국들 간 내부적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장국의 역량 부족과 운영 미숙은 ASEAN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기 때문임.
- 금년도 의장국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 때문에 초기에
상당한 대내외적 우려가 있기는 했으나, 이번 정상회의를 예상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큰 대과 없이 치른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SEAN 관련 각종 정상회의 의장 성명서 채택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보듯이 중국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필리핀은 여타 회원국
들과 내부적 의견조율에 상당한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ASEAN은 내부 운영에 있어서 역내 선발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4개 핵심 국가들(core states)이 역내 리더십 구축에 중심이
되어 왔음. ASEAN은 대체로 주요사안들에 대해 이들 핵심 4개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원국들 간 다양한 이견들을
내부적으로 조정해 왔음. 특히 핵심 4개국 중에서도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
네시아의 역할이 역내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음.
현재 ASEAN 핵심 4개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내부적
문제들에 봉착해 있음.
- 2014년 잉락(Yingluck Shinawatra) 문민정부를 쿠데타로 축출하고 현재까지
민정 이양을 미루고 있는 태국의 프라윳(Prayuth Chanocha) 군사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민주화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나집(Najib Raz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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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국부펀드를 횡령, 유용한 대규모 비리 혐의로 야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박에 직면해 있음.
- 인도네시아의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은 외교보다는 내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임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와는 달리 ASEAN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의 ASEAN 의장국 수임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
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싱가포르는 소규모 국가이지만 국내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동남아 최강의
소프트 파워와 협상력을 가진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임.
- 싱가포르는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 국제법적 해결을 강조, 주도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역내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2018년 중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규범 채택을 위한 협상개시와
RCEP 협상 타결 모색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는 최적의 ASEAN 의장국이
라고 볼 수도 있음. 다만, 문제점은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역내 리더십에 대해
일부 ASEAN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일종의 유보감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임.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정상회의 후속 조치 이행
한국은 이번 한-ASEAN 정상회의 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협력방안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은 범정부 ASEAN
기획단 설립, 한-ASEAN 및 한-메콩 협력기금 증액, 글로벌 인프라 펀드 증액,
ASEAN 장학생 및 연수생 초청 확대 등 상호 관계발전의 인적, 물적 기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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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들을 제시했는바, 관련 부처들 간 협업을 통해
협력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ASEAN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협력 희망 분야가 다양하고, 국내
담당 부처가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ASEAN 협력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함.

나. 201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2019년은 한-ASEAN 대화 관계(dialogue partnership)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임.
이를 기념하여 한국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ASEAN 관계증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SEAN 중시정책을
천명한 한국 정부는 201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통하여 한국이 동남아
ASEAN을 동북아 4강과 전략적으로 대등한 비중을 가진 협력의 파트너임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어 할 것임.

다.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2018년 초 의장국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은 3국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임. 이번 정상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3국 관계의 국내정치적, 외교적 상황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향후 3국 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3국 협력 비전그룹”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3국 협력 헌장”과 같은 일정한
수준의 구속력 있는 조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그간 논의가 중단되었던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재검토, 한·중·일 통화스와프 모색, 3국 협력기금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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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협력 사안들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 사회문화협력 사안, 그리고 3국 협력의 제도적 장치인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갈 필요가 있음.

라. 인도-태평양 전략 주시
주지하다시피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결성에 관한 최초의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음.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 발전되어 어떠한 형태의 협의체가 출범할
것인지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야 할 것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4개국
협의체 결성문제는 여전히 모호성과 가변성을 띠고 있으며, 향후 확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
향후 4개국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미국이 참여국 또는 협력국 확대를
도모할 경우에 대응할 방안들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방한 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기 때문임.
- 4개국 협의체가 사실상 중국견제를 주요 목표로 출범한다면, 이는 한국에
게 상당한 전략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이 지역의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마. 제3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설치 지지
이번 ASEAN+3 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가 EAVGIII를 제안한바, 이 문제는
ASEAN+3 협력 차원에서 주요 외교 사안이 될 전망임.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이를 지지하기는 했으나 아직 ASEAN 전체의 합의에 다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 ASEAN 차원의 합의를 이룩할 경우 말레이시아
가 제3차 EAVG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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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8년 차기 정상회의 시까지 EAVGIII 설치 문제가 주요의제가 될
것임. 향후 한국은 EAVGIII 설치가 약화된 ASEAN+3차원의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출범의 모멘텀을 재점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 다만 그간 한국이 주도해온 EAVGII 이행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차기 비전그룹의 구체적 설치시기, 구성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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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한-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목

차

1.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 사항

1.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8년 11월 11~15일간 싱가포르에서 제33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21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ASEAN은 동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과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호주 및 인도와는 비공식 조찬 회동을 가졌음.
이와 함께 전체 참여국들 간 한·미, 미-러시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의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음.
-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에 참여하는 16개국(ASEAN 10개국,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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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상들도 RCEP 타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식 회동을 가졌음.
-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개최되지 않았음.
올해 ASEAN 관련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최근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 간 양자 무역 및 지역 안보에 대한 첨예한 대립국면에 대해 ASEAN 국가
들이 어떠한 반응과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음.
-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EAS에 참석
하지 않았지만, 대신 참석한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militarization) 도모와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의 폐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예고하여 왔음.
- 중국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을 강력히 비난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라는 군사
작전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음.
- 한편 ASEAN은 어떠한 경우에도 ASEAN 중심성(ASEAN Centality)을 바탕
으로 하는 ASEAN 주도의 각종 지역 협력 구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ASEAN이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제33차 ASEAN 정상회의
동남아 10개국 정상들은 2025년까지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의
비전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지난 1년간 정치안보(political-security), 경제
(economic), 사회문화(socio-cultural) 등 3대 공동체 건설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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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들은 2019년 중 자카르타 소재 ASEAN 사무국 신청사 입주를 환영하고,
이를 지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사의를 표함.
- 또한 ASEAN 사무국이 올해 신설한 ASEAN 상(ASEAN Prize) 제정을 환영함.
ASEAN 정상들은 올해 일본-ASEAN 관계 수립 45주년과 중국-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수립 15주년을 기념하고, 2019년에는 한국ASEAN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을
환영하며, 향후 양측 관계 증진의 이정표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한편 정상들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대한 개념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역내 문제 해결은
ASEAN 주도 원칙에 입각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에 시작한 중국-ASEAN 간 행동규범
(COC: Code of Conduct) 협상의 진전을 평가하고, 초안 합의와 조기 타결을
촉구함. 또한 정상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매립(land reclamation) 행위에
대한 우려(some concerns)를 표시했으며, 국제법에 의거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2018년 3차례(4, 5, 9월)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개최 북미정상회담(6월)을 환영하고, 판문점선언, 평양 공동선언,
북미 공동성명에 지지를 표함. 또한 북한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환영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ASEAN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
2017년 한-ASEAN 관계의 획기적 격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설치 등 지난 1년간 한국 정부가 양측 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설명함. 이어 문 대통령은 한-ASEAN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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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와 더불어 동 행사 계기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함.
- ASEAN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했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특별히 조코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지도자를 초청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함.
- 이에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이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가 진전된다면 동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ASEAN 회원국들과
사전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한편 문 대통령은 한-ASEAN 간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의 농촌 개발 및 의료 개선 사업,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의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한국 거주 동남아인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또한 문 대통령은 한-ASEAN 간 ‘상생공영의 공동체’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상호 교역액 2천억 달러 달성, 2020년까지 1억 불 규모의
신남방 지원 펀드 조성,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 2022년
까지 ASEAN에 대한 무상원조 2배 이상 확대, ASEAN 내 기술 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함. 이와 함께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ASEAN
재난관리 역량 강화 지원, 비전통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함.
- ASEAN 정상들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측 간 항공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개방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한-ASEAN 항공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함.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완성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ASEAN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함. ASEAN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환영하고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의 긍정적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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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1차 ASEAN+3 정상회의
ASEAN+3 정상들은 지난 20여 년간 ASEAN+3 협력 체제가 이룩한 금융, 식량
안보, 무역 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높이 평가함.
정상들은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반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ASEAN+3 협력 체제가 개방적인 협력체로서 그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는데 인식을 공유함.
정상들은 기존 협력 분야 이외에 추가적으로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
(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등 연계성 프로그램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분야 지원, 인재 양성, 중소 영세기업 지원,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향후 중점 협력 분야로 제시함.
- 이 밖에 중국은 한·중·일+X 협력 플랜 도입, 말레이시아는 역내무역 결제
수단으로서 공동의 무역화폐 도입, 태국은 EAVG(East Asia Vsion Group) III
논의 착수를 언급함.
지역 정세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라는 인식하에 대다수 정상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력 의사를 표명함.
- 특히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는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의 UN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여타 공동선언의 이행 등을 촉구함.

라.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지역 협력
문제와 비전통 안보, 보호무역 대응, 미얀마 리카인주(州) 문제 등 국제정세와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음.
- 정상들은 ‘마닐라 행동계획’ 내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해양협력 포함을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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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 의장 성명과 함께 ASEAN 스마트시티,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외국인 테러 전투원 및 귀환자 위협 대응, 핵 안보 및 안전,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안보 및 디지털 경제
협력 심화 등과 관련한 총 5개의 별도 성명을 채택함.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대다수 정상들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진전을 환영하고, 정상들 간 합의사항 및 관련 UN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함. 다수의 정상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역내 지지 및 적극적인 기여 의사를 재확인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필리핀, 라오스 등은 남중국해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일방적인 행동 자제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등을 강조함.
-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과 관련하여 2019년 중 COC 초안
1회독을 완성할 것이며 3년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촉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함.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은 COC가 UN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함.
- 남중국해의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 촉구 또는 군사화에 대한 우려
표명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들만 언급했으며, 일본 만이 2016년
국제상설 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에 대한
법적, 외교적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촉구함.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ASEAN
중심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국제법(또는 규범) 존중 등의 원칙들을 바탕
으로 한 지역 협력을 촉구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등 ASEAN 국가들은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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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가. 미·중 간 대결 양상 표면화
올해 ASEAN 관련 정상회의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대결 양상이 마침내 아시아 다자외교무대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일
것임. 미국과 중국은 최근 양국 간 무역마찰을 넘어선 통상전쟁 상황 그리고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던 남중국해상에서의 군사적 대치 상황 등에서 보듯이
마치 냉전기 미국과 소련 간 군사, 경제, 외교, 이념적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 주었음.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아시아(일본,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를 순방한
펜스 미국 부통령은 애초 다자외교무대에서 무게감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직설적인 ‘중국 때리기’를 통하여 미국의 존재감
을 부각시키고 아시아 국가들, 특히 ASEAN 국가들에게 향후 예상되는 미·중
대결 과정에서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음.
- 펜스 부통령은 출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과 냉전을 피하려면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미-ASEAN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국과 침략이 설자리는 없다”고 일갈함.
- 또한 “남중국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국제법과
국익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에 대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미국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역외 국가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이 문제에서 빠지라”고 경고함.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ASEAN과 한·중·일 국가들은
마땅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계속 수호함으로써 반미 공동전선을 펼쳐나
가자고 부추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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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최 ASEAN 정상회의에 연이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음.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미국의 행위는 근시안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일대일로는
패권 추구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와 공동의 발전기회를 공유하는 광명대로
로서 주변국을 빚더미에 빠뜨리는 올가미는 더욱 아니다”라면서, 이제
“인류는 협력과 대립, 개방과 폐쇄”라는 선택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음.
- 이에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미국을 수년간 이용해 왔으며, 미국은 중국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무역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역내 국가들
에게 중국보다 “더 좋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권과 타협해야
할 수도 있는 중국 외채를 쓰지 말라”고 권고하는 동시에 “미국은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응수함.
- 결국 이번 APEC 정상회의는 1993년 출범이래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는 사태까지 맞게 되었는바, 미국이 공동성명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삽입하려 한 데 대해 중국이 이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임.
이와 같은 미·중 간 충돌과 대결 양상에 대한 ASEAN의 반응은 ASEAN 의장
국인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龍) 총리의 발언이 시사하듯이 즉각적인 우려로
나타났음. 리셴룽 총리는 일본-ASEAN 정상회의 시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등 역내 주요 전략 구도에 대한 ASEAN의 핵심적 고려 사항은 그러한 구도들
이 첫째, ASEAN 단합과 중심성에 대한지지 여부, 둘째, 역내 무역과 투자,
연계성 등을 증진 시킬지 여부, 셋째,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 옹호 여부
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적이며 포용적 지역 협력 구도가 형성되어야
하며, ASEAN 회원국들이 어느 한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
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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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마지막 행사였던 EAS 종료 후 리셴룽 총리는
“아세안이 특정 국가 또는 다른 한쪽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한쪽에 서는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런 일이 곧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라도 사안별로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어 그는 “ASEAN은 그 자체로 충분히 크지 않은 블록이다. 따라서
세계무대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면 회원국 간에 최대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와 같은 ASEAN의 위기감과 비관적 전망은 회기 중 미국과 중국이 벌인
대결 양상에서 비롯된 것임. 미·중 간 대결 국면이 지속될 경우 선택을 강요
받을 수밖에 없는 ASEAN은 내부적으로 친중 국가 대 반중 또는 친미 국가로
양분될 수 있으며, 이는 ASEAN의 내부적 단합을 저해하는 동시에, ASEAN
주도의 역내 협력 체제를 이완 또는 와해시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임.
- 특히 향후 미·중 간 대결 양상이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남중국해 등 지역
차원을 넘어서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 대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로
크게 양분될 경우, ASEAN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
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다수 국가들의 선택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나.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
올해 ASEAN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2017년에 이어 소위
“4개국 안보 대화체(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음. 4개국은 역내 모든 주권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rule based order)”를 유지, 강화해야다는 공통의 공약을 재확인함.
- 4개국은 국제법 존중, 항행 및 항공의 자유 보장,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양호
통치(good governance) 증진 등 공동의 비전과 함께 해양, 대테러, 비확산,
사이버 협력 등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들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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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4개국은 ASEAN 중심성과 ASEAN 주도의 각종 지역 협력체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함.
이번 QUAD 국장급 실무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QUAD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채무이행 가능성 등 국제 기준에
따라 양질의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며, 폭넓은 경제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다시 말해서 QUAD 4개국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주의적이고 권위
주의적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alternative)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임.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구상 또는 전략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이 구상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군사안보 협력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세계 최강국
미국은 물론 아시아 강대국 중국과도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를 도모해야 하는 여타 역내 국가들, 특히 ASEAN 중소국가들의 지지와
참여 유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음.
이와 관련하여 이번 펜스 미국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통하여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일본과 함께 6백억(미국 5백억,
일본 1백억) 달러의 공적 기금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 주도의
역내 인프라 개발사업을 촉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음.
- 일대일로의 무리한 사업 시행 때문에 중국이 파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빈국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야기함으
로써, 그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 나가는 착취적이고 약탈적인
사업 방식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전략이 ASEAN 중소국가들에게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ASEAN의 단합이 깨어지는 것으로 비쳐
져서는 안 되며, 특히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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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역내 국가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 왔음.
즉 QUAD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ASEAN
중심성과 ASEAN 주도의 지역 협력 구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임.
이는 분명히 모호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6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은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일대일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이며,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도 단기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향후 QUAD가 역내 협력체로서 보다 더 중요한 정치, 외교적 무게감을 가지
려면 현재 국장급 실무회의를 외교 및 국방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전히 모호한 인도-태평양 구상과
전략이 보다 더 정교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또한 QUAD 참여국들의
정치적 의지도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음.
- QUAD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도는 회의체의
격상 문제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다.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 지속
이번 EAS 정상회의를 통하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역내외 참여국들의 이견이 여전함을 재확인했음.
- 먼저 작년과는 달리 ASEAN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 문제 등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우려가 표명되었음.
- EAS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당사국이자 친중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필리핀은 중국의 문제 해결 의지를 평가하면서 중-ASEAN
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옹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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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남중국해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중국해
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 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중국과의 입장
대립이 더욱 분명하게 노출되었음.
또한 공개되지 않은 중-ASEAN 간 COC 초안 문안에 제3국 활동(합동군사
훈련, 공동지원 탐사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 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이 공동으로 COC가 국제법 준수 및 제3국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이 문제는 향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펼친 항행의 자유라는 군사작전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은 그러한 경우 중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친 바 있음.
- 즉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허가하지 않은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의 (군사 및
경제) 행위에 거부권을 갖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
한편 향후 COC 협상 일정과 관련하여서도 ASEAN 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은 3년이라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SEAN 측은 COC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COC의 법적 효력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임. 따라서 추후 양측 간 협상 내용과 과정이
관련국들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라. RCEP 타결의 불확실성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RCEP 협상에 참여하는 16개국 정상들은 2017년에
이어 제2차 RECP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중 협상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2012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발의한 RCEP은 현재까지 20차례 이상의 공식 협상과 10여 차례의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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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했으나, 여전히 협상의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필리핀 개최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RCEP 정상들이 2018년
타결을 목표로 차기 협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실질
적인 내용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2018년 현재 전체 15분야의 협상 중 7개 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 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임.
2019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태국은 RCEP 협상 타결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실제로 내년 중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지는 미지수임.
-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상이한 16개 RCEP 회원국들은 아직까지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 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완전히 해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국내 산업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인도가 높은 수준의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인바, 2019년 중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급격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여타 11개국(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페루, 칠레 등) 만으로 소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T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을 공식 출범시키려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일본이 ASEAN과 중국 주도의 RCEP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도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임.
따라서 2019년 중 RCEP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당 기간 표류 또는 심지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RCEP과 경쟁구도를 형성했던 TPP가 미국의 탈퇴로 실질적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RCEP 결성의 급박성과 정치적 동력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RCEP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무역자
유화는 이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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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이 타결되어 아시아 지역의 16개국 간 느슨하지만
대규모의 경제 통합체가 출범할 경우, 이러한 자유무역지대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미국의 TPP 탈퇴로 범세계적 차원에
서 자유무역 기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RCEP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반면 향후 RCEP이 타결되지 않고 표류할 경우 또 다른 대안적 자유무역 지대
구상들이 보다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주도의 CPTTP 추진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 구상에서 제외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물론, EU
탈퇴를 앞둔 유럽의 영국까지도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게 될 것임.
-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
무역지대 형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중국 주도의 한·중·일 FTA 논의가
활성화되어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임.

마. 태국의 ASEAN 의장국 수임
주지하다시피 태국은 2019년 ASEAN 의장국이며, ASEAN 정상회의, ASEAN+3,
EAS 등 ASEAN 주도의 주요 정상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 ASEAN
Region Forum),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등 주요 각료급 회의 모두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그런데 2019년 ASEAN 정상회의 개최에 다소의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 2019년 2월 프라윳(Prayuth Chanocha) 총리 주도의 태국 군사정부는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예고하고 있는바, 매년 상반기 4월에 개최되는 정례
ASEAN 정상회의가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2008년 ASEAN 의장국이었던 태국은 그해 자국에서 ASEAN 정상회의를 국내
정치 문제로 결국 개최하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음. 2006년 군사 쿠데타로
탁신(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국외로 축출된 이후 오랫동안 태국은
극심한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음. 2008년 당시에도 탁신 중심의 민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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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red shirts)과 국왕과 군부 중심의 기득권 세력(yellow shirts) 간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무질서, 혼돈의 상황 때문에 ASEAN 정상회의 개최가 물리적
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물론 현재는 2014년 민선의 잉락(Yingluck Shinawatra) 총리를 쿠데타로 축출
하고 집권한 프라윳 총리 주도의 군사정부가 국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음. 문제는 총선 이후인바,
민정 이양을 위한 차기 5년간의 과도 정부는 군을 장악하고 있는 현 프라윳
총리에 의해 집권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나, 총선 이후 개방된 정치 환경 하에서
민중주의 정치세력과 구기득권 세력 간 힘겨루기가 또다시 재현될 경우
ASEAN 정상회의 개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한국의 고려 사항
가. 201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준비
ASEAN 측이 문 대통령의 특별정상회의 개최 제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한
것은 한국이 지난 1년간 보여준 ASEAN 중시 입장과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이행 노력에 대한 화답한 것으로 평가됨. 현 정부 임기 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국제회의가 될 201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한-ASEAN 파트
너십을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지도자를 초청하자는 조코위 인도
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ASEAN 측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향후 북미정상회담 결과
와 남북 관계 진전 동향을 보아가면서 북한 지도자 초청 문제를 ASEAN 측과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향후 한-ASEAN 협력 메커니즘에 북한을 관여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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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들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시 한국은 ASEAN 측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는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참여, 인프라 투자 확대, 인적 역량 강화,
중소기업 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과 지원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동시에 특별정상회의가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행사가 되기보다는 기업, 언론계, 학계, 예술계,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ASEAN을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
시켜 나가야만 하기 때문임.

나. EAVG III 추진 문제
이번 ASEAN+3 정상회의 시 차기 의장국인 태국이 EAVG III 추진을 제안
했는바,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 검토,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17년 정상회의 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의해 제기되었고 인도네시아
의 지지를 받은 바 있는 EAVG III 추진 논의에 대해 올해에는 태국이 동참
하면서 동 비전그룹 설치를 지지하는 국가는 총 4개국으로 확대되었음.
주지하다시피 과거 ASEAN+3 협력 체제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EAVG
활동에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해 왔음. 1999년 한국 주도로 출범한 EAVG I은
향후 ASEAN+3 협력 체제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는 내용의 보고서를 2001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어 2011년 한국 주도로 출범
한 EAVG II는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보고서를 2012년에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한국은 EAVG III 설치 시기 및
임무 부여 등 논의 동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
그러나 향후 태국이 ASEAN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 추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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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필요가 있음. 적어도 2020년까지는 EAVG II 보고서 내용에 따라 역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EAVG III의 활동에
대해서 굳이 유보적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특히 향후 한국이 EAVG III
까지 주도해 나갈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ASEAN 국가들이 EAVG III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할 경우 더더욱 한국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임.
다만 현재까지 ASEAN+3 협력 체제가 EAVG I이 제시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룩했다고 볼 수 없으며, EAVG II에서 제시한 ASEAN+3 중심의 경제공동
체 형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 따라서 향후 ASEAN+3 협력 체제가 구체적으
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등 강력한 외부적 도전에 직면한
ASEAN 국가들이 ASEAN 중심성을 바탕으로 ASEAN+3 협력 체제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임.

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 모색
ASEAN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결코 원치 않고
있으나, 싱가포르 리쎈룽 총리의 발언처럼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이 도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사안별로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
야 한다”는 관점은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한 이후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임.
물론 현재까지 동 지역의 어떠한 국가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공개적,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음. 그간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고유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구상과 전략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
를 취해 왔음. 지금까지 한국과 ASEAN 국가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 구상 자체의 모호성 때문이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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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ASEAN 정상회의를 전후로 미국이 동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제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구상과 전략에 대한 일반적
이고 원론적 차원의 지지 표명을 넘어서서, 미국의 새로운 구체적 대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은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이며, 최근 이에 대한 참여를 유보해
왔던 미국의 동맹국 일본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음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향후 호주, 인도도 미국과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공적 기금 출연 등을 통해
동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국도 적정 수준의 공적 기금 출연 등
보다 구체적인 참여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접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다수 ASEAN 국가들이 갈구하고 있는 역내 인프라
구축 문제에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주지하다시피 최근 ASEAN이 중점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계성(connectivity)’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이 무엇
보다도 긴요한바, 특히 메콩강 지역 내 양질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라.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한국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점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향후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 버팀목은 여전히 무역이며, 자유무역주의의 퇴조는
한국경제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현재 ASEAN과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의 타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
하며, 향후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보완적, 대안적 자유무역 지대 창출을 위한 방안들
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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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중·일 3국 간 FTA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관계 개선으로 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일본도 향후 한·중·일 FTA에 보다 긍정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이미 한국과 중국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고, 한국은 일본과의 FTA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중국-일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는바, 이를 기존의 한국중국 간 통화스와프와 연계하여 한·중·일 3국 통화스와프를 형성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TP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미국이 탈퇴한 TPP 대신 일본이 주도하게 된 CPTTP
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CPTTP에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이 가세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한·중·일 3국 경제통합과 CPTTP 등 일본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 구도에
최근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및 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 미해결이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는바, 향후 한국은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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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2019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ASEAN+3와 EAS를 중심으로
목

차

1. 2019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1. 2019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태국,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9년 11월 2-4일간 태국 방콕에서 제35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22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4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ASEAN은 동 기간 중 중국, 일본, 미국, 인도, UN 등과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참여국들 간 다수의 양자 정상회의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는바, 한국과 일본 정상 간 비공식 회동도 이루어졌음.
-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하는 16개국(ASEAN 10개국,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중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은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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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식회동을 가졌음.
-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개최되지 않았음.
올해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최근 범세계적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패권국 미국과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중국 간 가열되었던 무역전쟁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차원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비난하고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ASEAN 국가들이 자구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
- ASEAN은 어떠한 경우에도 ‘ASEAN 중심성(ASEAN Centality)’을 바탕으로
하는 ASEAN 주도의 기존 지역협력 구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ASEAN
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임.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1) 제22차 ASEAN+3 정상회의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AN+3 정상들은 ASEAN+3 협력 점검 및 미래 발전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하였으며, “연계성 전략들 간 연계에 관한
정상성명(ASEAN Plus Three Leaders’ Statement on Connecting the Connectivities
Initiatives)”을채택함으로써 공히 역내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ASEAN 국가들은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 이후, ASEAN 연계성 마스터
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정상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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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ASEAN+3 협력체제가 역내 공동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 문재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내 위기 극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ASEAN+3 협력체제가 자유무역질서의 수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 발전, 미래 인재 양성, 아시아 연계성 강화 등 ASEAN+3 협력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공동 노력을 촉구함.
-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RCEP 협정문이 타결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내년까지 협상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역내 무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함.
- 한편 중국 리커창 총리는 RCEP 타결은 향후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상에도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27일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ASEAN 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각국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2) 제14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이번 회의에서 18개국 정상들은 지역 및 국제 정세,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초국가범죄
대응협력에 관한 성명”을 포함하여 총 3개의 EAS 정상성명(불법약물 확산
대응, 초국가범죄 대응협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
- 대다수 정상들은 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한반도 정세, 자유무역 등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함께 초국가범죄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올해도 예년과 같이 남중국해 문제가 역내 주요 현안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
졌는바, 대다수의 정상들은 특히 중국과 ASEAN 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 협상과 관련하여 CoC의 국제법 합치 필요성 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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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함.
- 미국, 일본,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은 CoC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제3국의 권익
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역시 CoC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CoC가 제3국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UN 해양법에 합치해야 함을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지난해 중국 측이 CoC를 3년 내 타결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이래, 금년에 당초 계획보다도 일찍 CoC 단일 초안의 1회독이 완료
되는 등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면서, CoC는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보다 진전된(upgrade)
체계로서 남중국해상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보장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함.
- 반면 최근 중국-베트남 간 해상 대치와 관련하여, 베트남이 중국을 직접
지목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 측은 최근 국제법에 반하는 일방
적 행동으로 인해 남중국해상의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함.
- 문재인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 및 자유로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적인 CoC가 국제법과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정상들은 금년 6월 제3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Indo-Pacific)에 대해 환영을 표시
하였으며, AOIP에서 제시된 4개의 협력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협력)에서의 자국의 역내 기여 의지를 표명함.
- 특히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AOIP의 원칙
에 공감을 표시하며,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역내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언급함.
한편 다수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범세계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자유무역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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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필리핀 등은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적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개방
적이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체제 유지 및 경제통합 심화야말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함.
- 이와 함께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타결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의지를 강조함.
-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체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유일한 길임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함.
또한 이번 EAS에서 불법약물 확산 및 초국가범죄 대응에 대한 별도의 성명이
채택된 가운데, 참여국들은 동 성명이 담고 있는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각한 도전과제로
부상했음을 언급하면서 동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뉴질랜드는 금년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사건(3.15)을 상기
하며, 온라인을 활용한 테러 공격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뉴질
랜드는 안보적 고려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사용 추구 사이에 균형점을
모색하고,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함.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성명의 공동 제안국
으로서 금년 한-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통한 초국가
범죄 대응 분야에서의 기여 의지를 표명함.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EAS가 정상 주도의 전략대화체
로서 정치적, 안보적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높이 평가
하며,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가 실질적인 국가 간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문재인 대통령은 EAS가 그간 극단주의, 화학무기, 감염병,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마다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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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잠재력이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3. 평가 및 전망
(1) 전반적 평가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음. 무엇보다도 ASEAN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새로운 발전 방향이나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임. ASEAN은
2015년 공동체를 출범시킨 이래 2025년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프로
그램에 따라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바, 올해는 별다른
이니셔티브가 없었음.
-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다면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의 관점(AOIP)’
정도였는바, 이는 결코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라기보다는 인도-태평양이라
는 민감한 전략문제에 대해 모든 ASEAN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
의 관점들을 취합한 수준의 평이한 내용이었음.
이번 정상회의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것도 대내외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 처음 EAS에
참석하기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으나 전체 회의 일정이 지연되자 EAS 개최
직전에 귀국해버렸으며, 2018년 싱가폴 EAS에는 펜스 부통령이 대신 참석
했었고, 금년에는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정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함으로써,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미국 대표가 되었음.
- 과거 EAS에 꾸준히 참석했던 오바바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처럼 자신의 위상과 존재감을 제고하는데 별다른 이득이 없어
보이는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실리추구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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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2020년 재선 캠페인 와중에서 의회로
부터 탄핵의 위기에 몰려있으며, 현재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일차적
합의 문제에 더욱 매몰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과거 EAS의 단골 메뉴이자 핵심적 쟁점이 되어왔던 남중국해 문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하게 다루어졌는바, 이러한 점도
설전과 대립이 난무했던 예년의 정상회의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
- 과거 EAS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 또는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ASEAN 국가 간 치열하고 첨예한 설전이 반복되어 왔었으며, 금년 8월
ARF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을 직접 지목, 겨냥하여 강하게 발언
한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과 ASEAN이 CoC를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도 무역협상의 일차적 타결을 모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간 노골적인 설전이나 비난 대신에 상호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으며, CoC 협상 당사국인 중국과 ASEAN도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였음.

(2) ASEAN+3 협력체제의 위상 저하
한편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ASEAN+3 협력체제의 위상 저하와 함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개연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됨. 2005년에 출범한
EAS는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새롭게 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아태지역 정상 차원의 전략대화체로서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온 반면, 1997년
에 출범한 ASEAN+3 정상회의는 ASEAN+3 국가 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n Free Trade Arrangement) 결성이 사실상 무산되고 2012년부터 RCEP
협상이 개시된 이후 서서히 그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에 참여하는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RCEP 결성이 보다 가시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이 지역
의 경제통합도 ASEAN+3가 아닌 RCEP 참여국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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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SEAN도 향후 ASEAN+3 협력체제의 방향 설정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I: East Asia Vision Group)의 출범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의미 있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이미 2012년 한국이 주도했던 EAVG II 에서 제시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청사진도 실질화,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넘어서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임.
다만 ASEAN 공동체를 추진하고 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성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ASEAN은 한국, 일본, 중국으로부터 물적, 인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ASEAN+3 협력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또한 한국, 일본, 중국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ASEAN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

(3) 미국-ASEAN 관계
이번 정상회의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은 향후 미국-ASEAN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트럼프를 대신하여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미-ASEAN 정상회의에는 오직 ASEAN 3개국의
정상들(의장국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만 참석했으며, 다른 ASEAN 국가들은
외교장관들이 대참했음.
- 이는 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ASEAN 홀대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함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를 중시하겠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
기에 충분한 것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브 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한 국내정치 일정으로 정상회의에 참석치 못했음을 설명하고,
내년 초 미국에서 미-ASEAN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ASEAN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했음. 따라서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ASEAN 정상
회의에서 ASEAN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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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미국은 ASEAN 국가들이 갈망하는 역내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최근에 발표된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여론조사
에서의 공통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동남아에 무관심
하다는 것임.
- 반면 중국에 대해서 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존재이지
만, 중국의 역내 패권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음.

(4) 남중국해 문제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ASEAN은 금년에 CoC 초안에 대한 1회독을 마치고 이미
2회독을 개시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CoC 초안
2회독부터는 국가 간 이견이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바, 역내외 국가들은 공동자원개발 및 군사훈련 등과 관련하여 제3국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지난해 공개되지 않은 중국-ASEAN 간 CoC 초안 문안에 제3국 활동(합동
군사훈련, 공동지원 탐사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
등으로 추정된바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간
심각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작년 EAS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라는 군사
작전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중국은 그러한 경우, 중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대응한 바 있음.
- 즉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허가하지 않은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의 (군사 및
경제) 행위에 거부권을 갖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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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등 협상 비당사국들은 CoC가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협상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CoC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구속력을 갖고 당사국들의 행동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비당사국들은 CoC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의견 반영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상의 결과가
비당사국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은 물론, 중국에 우호적인
러시아까지도 CoC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제3국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
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임.
한편, CoC 협상 일정과 관련하여서도 ASEAN 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타결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은 3년이라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SEAN 측은 CoC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CoC의 법적 효력 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일 것임. 따라서 추후 양측 간 협상 내용과 과정이 관련국
들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향후 중국은 협상에서 자국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2021년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2022년 제3기 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마침내 중국은
남중국해를 완전히 수복하였다”고 선언하면서, 3기 연임의 정당성을 확보
하려 할 것임.
- 그러나 만일 중국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중국은 CoC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5) ASEAN의 인도-태평양 관점
2014년에 집권한 인도네시아의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자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해양강국(maritime fulcrum)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국제적 위상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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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음. 또한 ASEAN의 주도국이자 동남아
최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배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내부적으로 편치 않은(uncomfortable)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결성한 4개국 안보협의체(QUAD: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는 ASEAN의 참여가 배제된 역외국가들 간의 전략협조체로 인식
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free and independent)’인 외교정책을 추구해
온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4대 강국인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이 지역의 전략균형에 중요하다고 간주해 왔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포용성(inclusiveness), 합의도출(consensus-building),
규범적(normative), 정치 및 외교적 접근 추구 등 ASEAN의 일반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ASEAN 중심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구해 왔음. 더욱이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면서 동남아 등 아시아
중소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들의 집단적 대응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임.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는바, 그
결과물이 금년 6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의 관점(AOIP)’임. 인도네시아 주도로 ASEAN 의장국 태국이 공동으로 작업한
AOIP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과 같은 일반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인도-태평양 구상에 중국을 배제, 고립시키기 보다는 포용하여 참여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둘째, 과도한 군사전략적 접근보다는 해양협력, 경제협력, 역내 인프라 구축
등 비군사안보적 협력 의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셋째, 향후 동남아 국가들은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바탕으
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역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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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AOIP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대두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인바,
ASEAN 스스로도 AOIP가 전략이나 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침(guide)’
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과연 중견국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중국 등 초강
대국들과 대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향후 미국과 중국이
양자택일을 노골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도 다양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ASEAN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역외국 대부분은 대체로
AOIP를 환영한다는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AOIP가
큰 의미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 ASEAN의 지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은 이에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중국은 자국을 배제, 고립시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인도태평양이라는 어휘와 개념 그리고 구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결국 AOIP는 ASEAN의 전략적 위상에 대한 냉소적 평가처럼, ‘없는 것
보다는 나은 것(better than nothing)’일 수 있음.
향후 ASEAN의 선택과 관련하여 싱가폴의 입장이 오히려 더욱 현실적인 것으
로 평가됨.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종료 직후 의장국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발언처럼, ASEAN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을 선택하는 상황을 결코
원치 않고 있으나,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사안별로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은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6) RCEP 타결 및 향후 전망
주지하다시피 이번 정상회의시 RCEP 협상에 참여하는 16개국 중 인도를 제
외한 15개국 정상들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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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마무리하여 2020년 중 RCEP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그러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행위인 것으로 평가됨.
ASEAN 의장국 태국이 이번 정상회의 성과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RCEP을 표면적으로 타결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이러한 선언을 유도해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무엇보다도 인도가 이번 선언에 불참한 것은 향후 완전한 RCEP 협상 타결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2012년 RCEP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인도의 협상 태도와 전략은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는바, 전통적으로 대외경제 개방에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인도가 RCEP 타결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 따라서 인도가 협상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
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연이어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인도의 국내사정을 감안하면, 인도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바, 특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2018년 700억 달러 상회)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농민, 기업인,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인도 모디
총리가 RCEP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결국 향후 RCEP 협상의 열쇠는 인도가 쥐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실제로 다수 참여국들은 인도가 빠진 RCEP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바, 미래의 잠재적 경제대국 인도가 빠진 RCEP의 최대 수혜자는
현재의 경제대국 중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따라서 RCE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ASEAN은 물론 호주, 일본, 한국 등 대다수 참여국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물론 일각에서 인도를 제외하고 일단 RCEP을 먼저 출범시킨 다음, 향후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인도를 단계적으로 편입시키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방안임.
향후 인도가 결국 RCEP에 참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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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끝까지 양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상이 상당기간 표류할 수도 있으며,
참여국들이 인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RCEP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7)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이번 EA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남중국해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
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바, 이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최고지도자
로서 민감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가장 명시적인 발언이라고 볼수도 있음.
남중국해의 비군사화 문제는 수년 전부터 EAS의 최대 안보 쟁점 사안으로 대두
되었으며, ASEAN 국가들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
되어 있음.
- 비군사화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곳에 각종 군사시설 및
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
이와 동시에 EAS가 개최된 당일 미국 국무부은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이어 새로운 인도-태평양 보고서(A Free and Open
Indo- 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를 발표하였는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일본, 호주에 이어 세 번째 역내 협력 국가로 거론했음.
- 미국은 이 세 나라와 함께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중국의 악성 사이버공격,
역내 항행 제한, 해양 안보,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한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음.
- 또한 동 보고서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북핵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대북제재 이행 협력 등을 언급함.
- 이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신호라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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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고려사항
(1) 대ASEAN 역내 연계성 강화
이번 ASEAN+3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공히 역내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한-ASEAN 관계강화,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양질의 인프라 건설 원칙,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연구, 디지털 연계성 문제 등은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준비과정은 물론 향후 내실 있는 한-ASEAN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할 것임.
- 또한 향후 신남방정책의 틀 안에서 ASEAN과 인도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등 여타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들과의 협력 확대와 심화를 모색하는 차원
에서 연계성 강화와 관련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구체적 사업구상을
제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임.
한편 이번 ASEAN+3 정상회의에서 대다수 ASEAN 국가들이 향후 ASEAN+3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 등을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분야에 대한 ASEAN측의 협력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한ASEAN 협력사업 발굴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제3차 EAVG 추진문제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제3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I)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현재 ASEAN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임.
- 주지하다시피 과거 ASEAN+3 협력체제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EAVG 활동에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해왔는바, 1999년 한국 주도로 출범한
EAVG I은 향후 ASEAN+3 협력체제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01년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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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2011년 한국 주도로 출범한 EAVG II는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보고서를 2012년에 제출한 바 있음.
- 따라서 한국은 EAVG III 설치 시기 및 임무 부여 등 논의 동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ASEAN의 특별한 제안은 없었으나,
2020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차기 정상회의시 공식적으로 논의, 결정될 가능
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적어도 2020년까지는 EAVG II 보고서 내용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이 이루어
지고, 그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EAVG III의 활동에 대해서 굳이
유보적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 특히 향후 한국이 EAVG III까지 주도해 나갈 확실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
면, 다수의 ASEAN 국가들이 EAVG III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할 경우 더
더욱 한국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임.
다만 현재까지 ASEAN+3 협력체제가 EAVG I이 제시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룩하지 못했으며, EAVG II에서 제시한 ASEAN+3 중심의 경제공동체 형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 따라서 향후 ASEAN+3 협력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등 강력한 외부적 도전에 직면한 ASEAN 국가
들이 ASEAN 중심성을 바탕으로 ASEAN+3 협력체제의 미래비전을 마련
하려는 노력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임.

(3)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한국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점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향후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 버팀목은 여전히 무역이며, 자유무역주의의 퇴조는
한국경제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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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SEAN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향후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보완적, 대안적 자유무역 지대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중·일 3국 간 FTA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관계개선으로 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일본도 향후 한·중·일 FTA에 보다 긍정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 이미 한국과 중국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고, 한국은 일본과의 FTA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중국-일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는바, 이를 기존의 한국중국 간 통화스와프와 연계하여 한·중·일 3국 통화스와프를 형성하는 방안
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비록 TPP에서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대신
일본이 주도하게 된 CPTPP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CPTPP에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이 가세할 경우 아시아 지역
의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일 수도 있기 때문임.
- 한국에게 가장 효과적인 CPTPP 추진 방안은 개별적으로 각국들과 협상을
통해 참여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RCEP과 CPTPP를 대통합하는
방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다만 한·중·일 3국 경제통합과 CPTPP 등 일본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구도에
최근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및 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 미해결이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는바, 향후 한국은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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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 모색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이후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지지와 참여를 꾸준히 요청해 왔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의 모호성, 중국과의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 관계, 북한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이유로 관망적 자세를 취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는
사실상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음. 한국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유지
하고 있는 한국이 유일한 동맹국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이미 한국과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미국은
역내 항행의 자유, 해양안보, 환경, 사이버 공격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내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바, 향후 한국은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음.
- 대표적으로 최근 ASEAN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계성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바, 특히 메콩강 지역 내 양질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향후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대전제 하에 협력 분야별, 사안별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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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시리즈 >

미·중 패권전쟁과 ASEAN :
중단기 전망을 중심으로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미·중 패권전쟁의 전개
Ⅲ. ASEAN의 대응
Ⅳ. 한국의 고려사항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의 원인과 배경, 미국의
대중국 패권저지 전략과 중국의 장기적 대응 방향 그리고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중단기 시나리오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하여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동남아 ASEAN 국가들의 대응 양식과 선택 그리고 가능성
및 한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몇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들을 도출해
내려는데 있다.
지난 수년간 미·중관계는 세계 1위 패권국 미국과 세계 2위 도전국 중국 간
기존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넘어서서 세계와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 쟁취를 두고
벌이는 패권전쟁의 양상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2013년 집권한 중국 시진핑
(習近平) 지도부는 전임 정부와는 달리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넘어 세계정치에서
강대국 중국의 부상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태평양을 지전략적
으로 양분하여 중국의 합당한 영향권 구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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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범한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도
불사하는 공세적 무역협상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2020년 범세계적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 중국의 책임론을 공개 거론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단절하려는
탈중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 강하게 거부하는 중국의 홍콩
국안법 강행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상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패권전쟁으로 규정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그간 미·중 영향력 경쟁의 장이 되어온 동남아지역에서 미·중 패권전쟁의
전개는 다수 ASEAN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간 양자택일의 선택을 거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취약하고 분열되어 있는 ASEAN은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 통합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ASEAN 국가들의 선택은 각자도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컨데 향후 미·중 패권전쟁은 장기전이 아니라 3-5년 정도의 중단기전이
될 것이며, 군사 및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은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라든지 다차원적인 중견국
외교와 같은 제 3의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보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이
승리할 경우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예상외의 커다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문제 제기
지난 수년간 미·중관계는 세계 1위 패권국 미국과 세계 2위 도전국 중국 간
기존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넘어서서 세계와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 쟁취를 두고
벌이는 패권전쟁의 양상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2013년 집권한 중국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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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近平) 지도부는 전임 정부와는 달리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넘어 세계정치에서
강대국 중국의 부상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태평양을 지전략적
으로 양분하여 중국의 합당한 영향권 구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17년 출범한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도
불사하는 공세적 무역협상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2020년 범세계적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 중국의 책임론을 공개 거론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단절하려는
탈중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 강하게 거부하는 중국의 홍콩
국안법 강행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상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패권전쟁으로 규정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그간 미·중 영향력 경쟁의 장이 되어온 동남아지역에서 미·중 패권전쟁의
전개는 다수 ASEAN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간 양자택일의 선택을 거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취약하고 분열되어 있는 ASEAN은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 통합된 행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ASEAN 국가들의 선택은 각자도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의 원인과 배경, 미국의
대중국 패권저지 전략과 중국의 장기적 대응 방향 그리고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중단기 시나리오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하여 한국과 유사
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동남아 ASEAN 국가들의 대응 양식과 선택 그리고
가능성 및 한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몇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들을
도출해 내려는데 있다.

415
ASEAN 연구기행

2. 미·중 패권전쟁의 전개
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패권좌절 전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국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적으
로 기존의 미국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능력을 확실하게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과정에서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대중국 무역적자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 대선
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이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상호 방문교환 및 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중국과 초반 탐색기를 모색하는 동시에,
향후 대중국정책의 방향을 확고하게 설정하기 위한 행정부 내 전략 검토 작업을
진행시킨바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룹(nationalist
group)과 월가 등 기존의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는 그룹(globalist group) 간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미국 정부는 대중국
공세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내부적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트럼프 행정부는 마침내 2018년 7월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군사안보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미·중 간 경쟁 차원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미·중 간 패권
전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중 간 패권전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여 패전국이 패권 또는 패권 도전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승전국인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중장기전을
의미한다. 또한 승전국은 패전국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또는 영원히 승전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간 “신냉전
(New Cold War)”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발표한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의 연설 내용은 이러한
측면을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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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협상의 목적은
단순히 미·중 간 무역역조를 시정하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미국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능력을 완전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중국
의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종식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종식을 공식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 왔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
은 중국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종식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만일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패권에 대해 도전하려는 시진핑 지도부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지
정도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간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금지와 중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도 중국 국내자본과 동등한 대우와
활동을 보장하는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등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게 정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중국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지는 수많
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중국의 사회,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여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는 중국정부의 금융통제권을 상실케 할 것이며, 이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및 사실상 국가 지위 인정,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 종교의
자유 억압과 인권 탄압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직접 개입하려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중국이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건드리고 주권(sovereignty)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인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정책은 트럼프 집권과 함께 급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
을 조용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을 조심스럽게 관망해 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2008년은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경제는 리만 브라
더스 사태로 대규모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취약성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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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한 중국정부는 보다 더 단호한(assertive) 대외행태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규모도 미국 경제규모의 40%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미국도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향후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2009년 1월
출범한 민주당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당시 미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강공책을
구사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공책을 취하지 않았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장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오랜 낙관론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성사시킴으로써, 중국경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켜 나가는
동시에, 중국에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부여했다. 중국은 이를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다원화를 꾸준히 지원해 나간다면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중국의 정치체제도 미국 등 서방국가
들과 완전히 동질적이지는 않겠지만 보다 더 다원화, 민주화될 것이며, 서방국가
들과 정치적·경제적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왔다. 이러한
중국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낙관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희망과 기대와는 반대로 미국 패권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대안적 국제질서
를 모색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13년에 집권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주의 기반한 “중국몽(中國夢)”의 구현,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인도양을 연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Road One
Belt)” 사업 전개, 중국 주도의 신개발 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남중국
해에서의 지속적인 “군사화(militarization)” 추진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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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권이후 부패척결 및 국가주의 강화 등 각종 국내적 개혁을 시도하는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보다
우월하다는 자신의 정치이념적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대담하게도 미국에 대해 지전략적으로 태평양을 상호 양분하자는
권력분점(condominium of power) 제안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들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대중국 관여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기 충분한
것들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국 조야는 물론 다수 일반인들까지 중국의 장래에 대해 경악케
했던 사건은 2018년 3월 중국공산당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정치의
장래에 대해 낙관론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왔던 공산당 내 권력분점 원칙에 기반한
집단지도체제가 일인독재의 영구화로 새롭게 대체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 낙관적 관점을 견지했던 민주당, 공화당 내 대다수 인사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향후 중국의 장래를 더욱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즉 미국이 대중국 낙관론을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다수 미국인들은 중국이 현재와 같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한
중국은 결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중심의
대안적 질서를 모색함으로써 미국패권에 대한 도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경제 규모가 미국경제 규모의
2/3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 미국인들이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방치
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야 말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를 형성케 하고 있다. 즉 향후 중국경제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국민적 합의 도달을 가능케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미국의 GDP는 21조 4,394억 달러이고 중국의 GDP는 14조 1,401억
달러로서 중국은 미국의 66%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미국기술
강제이전 및 불법탈취를 용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향후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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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급박함 마저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민 규제, 국경장벽 설치, 소수 인종 차별, 총기 사용, 금리 인하, 감세 조치
등 미국 내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 간 보여주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당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내 상당수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에
공개적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군사안보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특히 미국경제의 2/3 수준까지
따라온 중국경제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양털깍기(fleecing of the
flock)”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환율을 절상하여 미국 달러화의
강세를 시정함으로써, 미국경제를 40%까지 맹렬히 추격했던 일본에게 “잃어버린
30년”을 선사했으며, 이후 일본은 더 이상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에게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중 무역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전략목표이다.
즉 중국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위험과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직접적인 군사안보적 압박보다는 일차적으로
중국경제를 무너뜨리는 간접적인 방법이 첩경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국가부채,
외환부족, 부동산 버블, 자본의 해외유출 사태 등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취약
성을 노출하고 있는 최근의 중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경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그다지 오랜 기간이 필요치 않으며, 군사적 충돌 또는 전쟁이라는 막대한
안보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미국 대중정책의 하나의
변수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하여 일본경제의
도전을 물리치고, 소련에 대해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1980년대 말 구소련방의 해체와 냉전종식을 유도했던 레이건 대통령의 업적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치의 변방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으로 공화당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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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통령 재선 성공을 통하여 자신의 차기 임기 중 중국경제를 붕괴시켜 중국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업적을 통해 역사적 치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는 그의 개인적 희망사항이 될 것이다.

나. 코로나 사태와 미국의 대중국 강공책
2020년 1월 미·중 양국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2,500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 1차 무역합의에 일단 도달하기는 했으나,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포괄적인 제 2차, 3차 무역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초보적인 작은 합의(small deal)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중국은 가급적 추가
적인 무역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계에서 제 1차 무역합의 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향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변수는 바로 “범세계적 코로나 확산사태(COVID 19 Pandemic)”이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견되어 2020년 초부터 범세계적으로 만연하기 시작한 코로
나 확산사태로 양국관계는 1979년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코로나 감염국이 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생한 중국을
지목하여 중국 공산당 당국의 은폐기도와 불투명한 사후처리 등을 지적하면서,
범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등 다수 서방국가들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국제사회 일각
에서는 중국에 대한 민간 차원의 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국의 입장을 대변, 옹호해온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 탈퇴를 선언을 하면서 이에 초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미·중 간 패권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이후 미국은 기존의 대중국 압박에
더하여 거의 전면적인 대중국 봉쇄에 가까운 정책기조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2014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비공개 석상에서 언급했던

421
ASEAN 연구기행

내용에 주목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체제 및 이념 경쟁을 새롭게 전개
하고 있다. 즉 미·중 간 패권전쟁이 정치, 군사,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양측간 이념과 체제경쟁의 총력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전쟁상태에 돌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국민과 중국 공산당(CCP)을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공산당 총서기(secretary general)로 호칭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것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마침내 2020년 7월
마이크 폼피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연설을 통해 현재의
미중관계를 전쟁상태로 규정하고, 미국의 목표는 중국공산당정권을 교체(regime
change)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바 있다. 이어 2020년 7월 미국
정부의 휴스톤 중국 총영사관 폐쇄조치와 연이은 중국정부의 쳉뚜 미국 총영사관
폐쇄조치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한마디로
중국과 선긋기 또는 단절을 의미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로 압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탈동조화 또는 탈중국화의 의미가 과연 중국과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의미에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또한 경제적 의미에서도 완전한 단절인지
부분적 분리를 의미하는지 여전히 확실치 않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의미에서 완전한 단절을 생각한다는 언급을 몇 차례 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제시한 새로운 반중적 국제경제
협력 구상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도 미국의
탈중국화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아직 초기단계인
바, 향후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시에서 중국기업 퇴출과 미국 정부 연기금의 중국 투자
금지, 과학 기술 분야에 중국 유학생의 미국 내 대학원 입학 규제 그리고 미국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중국의 기술 스파이 적발과 중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한 미국인
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대대적 수사(2,000건 이상)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탈중국화의 전조라 볼 수 있다. 물론 세계 최강국 미국도 급속한 코로나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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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제 침체 등 내부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적 단절에는 상당한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미국도 언제나 만능이 아니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 화웨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각종 규제 및 제재와 향후 예상되는
홍콩에 대한 무역 및 금융 특혜 폐지, 중국 내 미국자본 이탈 가속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및 환율 조정 압박 등 금융제제와 같은 부분적인
경제적 단절만으로도 장래 중국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경제의 탈중국화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재편성이다. 이는 물론 중국의
제조업 생산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공급망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패권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그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해온 중국의
지위를 박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도와 동남아에게 그러한 역할을 대행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대신하되 중단기
적으로는 동남아가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이탈
하기 시작한 미국, EU, 일본, 대만, 한국 등 외국자본과 기업들이 베트남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기업들 역시도 동남아로의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탈중국화는 중국경제에게 심각한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의 탈중국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탈중국화 또는 반중국화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이미 가시화되
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미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이미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4개국 안보협의체(QUAD)”를 결성
하여 중국을 군사안보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군사협력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대만,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 또는 우호세력을 추가, 동참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반중국 군사안보협력체를 구축, 강화해 나감으로
써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이 지역
을 결코 군사안보적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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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최근 남중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보다 빈번히
그리고 보다 높은 강도로 실시함으로써 중국을 자극,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이후 중국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단독 또는 유관국들과
함께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 들어 보다 더 빈번하게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
함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미군 함정들은 주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암초 및 인공섬
들에 대한 근접 항행을 통하여 군사작전을 펼쳐 왔으며, 때로는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프랑스, 영국 등 동맹국 또는 유관국들과 합동작전을 모색해 왔다.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군사화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에 보다
공세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이 더욱 공세적인 자세로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작전은
언제라도 우발적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미·중 간 해상 군사대치 또는 심지어
제한적인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향후 미국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한 인공섬을 전격적으로 타격하거나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할 가능성이 현재로
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나, 결코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내일
당장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향후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확대, 강화해
나갈 방침을 굳히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기존 중단거리 미사일 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미사일 협상에 중국을 끌어 들여 미국, 러시아, 중국 간 새로운
미사일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미국이 러시아와의 미사일 동결 합의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은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대폭 증강시켜 왔는바, 미국은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확대를 저지코자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이 제안한 3국간 미사일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첨단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박차를 가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나갈 것이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외교 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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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해 나가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9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서방 선진국 중심의 G7 정상회의에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 브라질 등을 초청
하여 기존 G7을 G11또는 G12로 확대 개편해 나갈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참여가 배제된 이 구상은 세계 주요국 차원의 반중국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고, 초청 대상국인 러시아도 참여에 부정적이며,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상당수 G7 국가들이 참여국 확대에 유보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G7의 G11으로의 확대개편 구상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인 일본은 한국의 G11 참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인도, 호주, 한국, 브라질 등이 참여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범세계적 차원의 반중국
연대형성이 일정 부분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G7
회원국 확대 문제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차기 G7 정상회의 주최국의
정책방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 홍콩과 대만, 티베트 그리고 신장 위구르로
대표되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이후 미국은 가열되고 있는 홍콩
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2020년 7월 중국 정부의 홍콩 국안법
제정에 대응하여 향후 홍콩에 대한 기존의 무역 및 금융 특혜를 폐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대규모 해·공군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향후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고
대만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려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무기판매와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은 향후
대만을 중국과는 별도의 정치체, 또는 나아가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전초적
조치로 보여진다. 이미 미국은 여타 공식 문건에서 대만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정부의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 내 인권탄압 및 종교의 자유 억압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이에 상응하여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의 인권신장 및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제재 법안들을 제정하여 중국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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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의회는 과거 냉전시기 소련에 가했던 수준에 버금
가는 반중국 공산당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시진핑 주석을 포함
하여 다수 중국 공산당 지도부(약 2,500여 명)의 미국 내 대규모의 개인 재산과
자산을 동결,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따르는 미국의 징벌적 보복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대해 전면전 선포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9천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2억 7천만 이상의 그들 직계가족들에 대해 미국 비자를
취소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진정으
로 미국의 탈중국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 중국 시진핑 체제의 장기적 대응전략
중국이 미국과 패권전쟁을 벌이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이념적, 정책적 지향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장쩌민
(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전임 지도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정치적, 이념적,
정책적 성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패권전쟁을
초래하는 내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과 공산당 권력의 집중화 문제이다.
마오쩌둥 치하의 문화혁명기에 극심했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상을 직접 경험
했던 덩샤오핑은 자신이 집권한 이후 극단적인 이념체계와 영구적인 일인지배
체제를 배제·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바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분점,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임기제, 차기 지도자의 격세지정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문화혁명과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던
덩샤오핑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뒤이어 집권한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대체적으로 기본틀이 잘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개혁과 개방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시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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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위 상해방, 공청단, 태자당 등 공산당 내부에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파벌의 분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연계된 각종 부패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또한 국가경제에서 민간부문의 성장과 확대는 파벌, 부패의
문제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분점체제는 비록 부패하기는
했지만,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안정성, 균형성, 투명성을 유지하고 특히 정책
오류와 실패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전임 집권자들과는 달리 마오쩌둥을 존경하고 중국 사회주의를 신봉
하며 중화민족주의를 호소하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소위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상해방, 공청단 등 다수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을 억제
하는 국가중심주의를 강조하며, 마침내 공산당 권력분점체제를 무너뜨리고
일인 독재제체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사상과 개인 우상화로 무장한 시진핑
주석의 일인지배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는 있겠지만, 보다 치명적인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초래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일대일로는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큰 외교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코로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은폐기도와 불투명한 사후처리는
시진핑 일인지배체제와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중국의 거시적 국가전략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의 문제이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거시적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라는 유명한 교시를 남긴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세계 패권국 미국과의
관계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과거 아시아의
패권국인 중국도 언젠가는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패권국이 될 잠재적 역량은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과 대결을
지양해 나가되, 꾸준하고 조용히 실력을 키워 나가면서 확실하게 미국을 능가할
시점까지는 계속 관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능가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거시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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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조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집권 후 시진핑 주석이 보여준 정치, 이념, 외교, 경제, 군사적 정책의
방향성은 세계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존재감을 더 이상 숨기려하지 않음은 물론,
여전히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 사실상의 도전을 의미하는 것들이다. 중화민족
주의에 기반한 중국몽의 구현, 중국 주도의 인류문명 공동체, 세계재패를 노리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 신개발 은행과 아시아 인프라 은행 설립, 남중국해의 지속적
군사화, 태평양의 전략적 양분론, 공개적인 첨단기술 분야 주도 의지 등은 바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로 대체하고 재편하려는 의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덩샤오핑의 교시와는 달리 아직
도 미국을 완전히 능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중국의 패권의지만을 과도
하게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패권의지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을 추진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내적으로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펼쳐온 시진핑 체제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
고 있다. 이는 분명히 패권국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했던 시진핑 체제의 근본적인 오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초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대응 기조를 과소평가했으며, 미·중 무역협상 전개
과정에서 미국 내 대중국 여론의 악화를 뒤늦게 인지하고서야 비로소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미국은 대중국 낙관론을 완전히
포기하고 행정부, 의회, 언론, 정책전문가 집단, 다수 일반인들 그리고 중국에
호의적이었던 기업 및 금융계까지도 중국의 패권의지를 좌절시켜야 한다는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민주 공화 양당 간에도 큰 이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미·중 양국간 패권전쟁의 전개과정과 최종적 결말을 정확히 예측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이 궁극적으로
승전국이 될지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범세계적 차원의 코로나 확산사태는
미·중 패권전쟁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고 있으나,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부진과
침체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에게 더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지 또는 오히려
미·중 간 패권전쟁에 일시적 제동을 걸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지 여전히 확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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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패권전쟁은 어느 일방의 승리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미·중 간 패권전쟁은 군사·경제적으로 여전히 우위에 있는 미국
의 입장에서는 결코 “질수 없는 전쟁”이고, 군사·경제적으로 열세인 중국의 입장
에서는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장기전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시 미국
과 일시적, 부분적으로 타협, 협상하고 최대한 정면충돌을 회피하면서, 장기적
으로 미국의 공세를 끝까지 버텨낼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승산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세계경제가 위축될 것이기는 하겠지만, 중국의 향후
경제성장률은 그래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제규모 측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과 자아도취적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최소 10년만 더 미국의 압력과 압박으로부터 버티
기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에는 자국에게 유리한 전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중국의 전략 목표는 한국, 일본 등 등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
된 미국의 지상군 및 해·공군 철수인바, 자신들의 장기적 버티기 전략이 성공한
다면, 지쳐버린 미국이 제풀에 꺾여 스스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고립주의로 회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도래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세계패권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시아
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패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 향후 전망: 중단기 시나리오
하지만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의도와 전략을 모를 리 없을 것이며, 중국과의
장기전은 자국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아마도 지금이야
말로 중국을 압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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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급적 짧은 기간에 패권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려 할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의 장기적 버티기 전략을 상쇄할 수 있는 향후 3-5년 정도
의 중단기적 대중국 패권저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향후
3-5년이라는 기간은 미국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도 사실상 일치하며, 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가 될 것이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던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새롭게 당선되던 관계없이 차기 미국 행정부는 임기
내 중국의 패권도전 의지를 확실하게 좌절시키는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대중국문제와 관련하여서 이미 미국 내 민주, 공화 양당 간 폭넓은 합의 기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과거 중국
정부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을 맺고 특히 자식이 중국정부와 깊이 연관된 사업으
로 중국의 거액투자금을 받았던 바이든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나,
그가 집권할 경우 이러한 문제로 대중국정책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상 간 개인적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여 하향식
(top down)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의 전통적인 상향식
(bottom up) 방식의 정책결정을 선호하는 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즉흥적이고 변덕스런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
으로,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보다 촘촘하게 짜인 체계적(systematic) 접근을 통해
단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동맹관계를 오로지 경제적 상거래관계로만 취급하여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수시로 반발을 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은 전통적 동맹국들과 우방들의 관계를 재정비,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바이든의 대중접근이 더욱 일관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압박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패권도전을 좌절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최대 약점이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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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충격을 가하여 무너뜨리거나 무력화
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둘째, 동시에 미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와 시진핑 일인지배체제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시진핑 체제의 변화와 교체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바, 2019년 말 이미 GDP의
300%를 상회한바 있다. 2019년 말 개인, 기업, 정부를 포함하는 중국의 공식적
국가부채는 GDP의 약 270%에 달하며, 여기에 소위 회색금융(또는 코뿔소 금융
이라 고도 함)이라 일컫는 민간 차원의 사금융 부분의 비공식 부채까지 더할
경우 GDP의 305%가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세계
어떠한 주요 국가들의 부채비율 보다도 월등히 높은 편이며, 특히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물론 현재 사회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금융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거의 무제한적 신용
공급으로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연쇄적 기업파산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의 거대부채 문제는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사회주의체제하 중국정부라 하더
라도 무기한, 무한대로 거대 국가부채의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갈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외환부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다수의 국제금융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중국의 세계최대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갚아야 할 부채가 약 2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사태 발생 시
중국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8,000억 내지 9,000억 달러(홍콩 내 4,000억
달러 포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
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정부는 다양한 차원의 외환규제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규모 국가부채 문제와 외환
부족 문제는 이미 1, 2년 전부터 중국의 IMF 긴급 구제금융 요청설로 국제금융계
일각에서 근거 없는 루머로 유포되기도 하는 정도가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누적된 부동산 버블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들이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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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부동산 개발은 향후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
또는 탈중국화 정책으로 중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과
향후 홍콩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금융특혜 폐지도 중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
임은 분명하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신규 외부투자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 일대일로
사업에 수천억(약 4,000억 정도) 달러를 투입한 중국이 이를 정상적으로 회수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도 중국경제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를 심층적으로 관찰·분석하고 있는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별다른 외부적 충격이 없어도 향후 중국경제는
수년 내 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라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이내 금융위기 또는 총체적 경제위기로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대로는 5년 이상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투자자들은 향후 5년 이후에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신규로
투자할 분야나 대상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코로나 확산사태가 단기에 진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 공산당은 진정으로 심각한 국내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많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실업자의 양산은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사회 불안정은 공산당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집단적인 정치적 반대의사 표출로 이어질 경우 궁극적으
로 체제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경제압력에 대응하여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대외지향적
중국경제구조를 14억 인구의 내수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
고 있다. 중국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시도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편이란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향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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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체제위기 가능성에 직면한 시진핑 정부는 마지막 극단적 선택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국가가 경제를 전면적으로 계획·통제하며, 외부세계와 단절하
는 폐쇄적 사회주의체제로의 복귀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사태가 이러한 정도로
발전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쇄국을 통해서는 미국의 공세를 견딜 수 있는 장기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러한 쇄국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6월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는 향후 중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내순환”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경제내순환 6개 보장조치란 취업,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공급망 안전, 기층 조직운영을 말하는바, 과거 경제성장에 쏟아 부었던
정부의 여력을 이제는 내수경제의 안정으로 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미국의 탈중국화 압박으로 향후 예상되는 중국내 물자부족과 식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물자와 민생상품에 대해 전시에 준하는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해외 출입국과 국경을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전쟁까지도
치를 준비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탈중국화를 추진하려는 미국도 이를 실행하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한
한계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에 비해 보다 많은 선택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보다
많은 양보를 담보하는 제 2차, 제 3차 무역협상을 압박할 수 있고, 폐쇄적인 중국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완전한 금융자유화와 정부보조금 전면폐지 등을 강력하
게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차기 행정부가 협상에 미온적인 중국과 무역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탈중국화 정책을 본격화한다면, 달러화 결제체제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부분적, 단계적으로 퇴출(swift)시킬 수도 있으며, 식량, 에너지 등 전략
물자의 금수조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중국이
경제내순환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한 미국의 카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중국의 환율을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강제조정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는 중국경제가 일거에 급전직하하여 결국 파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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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는 엄청난 피해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세계 기축통화국이
자 달러 패권국인 미국만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마지막 카드 앞에서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재 시진핑 일인지배체제는 내부적으로 굳건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정부, 군부, 정보 및 감찰, 공안 모든 부분에서
확고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어, 2023년 3월 예정된 제 3기 집권에 어떠한 심각
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수의 상해방, 공청단 관련 주요
정적들과 고위인사들은 거의 다 제거되고, 당과 군 그리고 정보감찰 망을 완전히
장악한 시진핑을 궁정 쿠데타(palace coup)로 실각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각에서 관측하고 있듯이,
2023년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는 대신 자신의 후계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무대
뒤에서 실질적 권력을 계속 휘두르며 상왕의 역할을 하는 수렴청정 같은 것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체제가 전혀 난공불락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시진핑 일인지배체제는 일견 일사분란해 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일방적이고
완고하며 비탄력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의 위기 대응에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인독재체제의 문제는 의외로 많은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구소련 공산당도 70여 년간 거의 변함없는 내부 권력구조와 정책결정
구조를 유지·고수한 결과 스스로 붕괴되는 운명을 맞았다. 물론 중국 공산당도
소련의 실패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중국 공산당의 진로에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당내 민주화를 지향했던 권력분점과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일인지배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중국의 지도
체제는 오히려 대내외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스스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진핑 체제도 치명적인 정책 판단의 오류와
실패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미 일대일로와 코로나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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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례들이며, 전세계에 공개적 도전장을 던진 홍콩 국안법 제정 문제와
최근의 내부적 쇄국정책 기조도 또 다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
다. 뿐만 아니라 향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3-5년 정도의 중단기 전략을
채택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위기는 대체로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초반 정도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출범 후 중국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면서, 2023년 3월로 예정된 3기 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체제를 궁지에 몰아넣을 입체적 작전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저지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종식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미국과 보다 타협 가능한
새로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출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기존의 시진핑 집권체제를 새로운 집권체제로 교체할 수만 있다면 절반의
성공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직접적 압박을 가해 중국경제를 붕괴시키고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초강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도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패권 의지를 확실히 좌절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버티는 중국을 점점 더
다루어 나가기 힘들어 진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미국은
자국의 피해를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중국을 미국의 달러 결제체제에서 퇴출
시키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환율의 강제조정에 나설 수도 있으며,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제한적이지만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불사
하면서 중국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군사
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군사적 충돌과 대결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모두 공멸을 의미하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압도적 핵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게 중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지역패권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435
ASEAN 연구기행

해답은 과연 미국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태평양의 절반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상호 너무도 비동질적이기 때문
이다. 근대역사를 통하여 구패권국이 신흥 패권국에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패권을
이양한 사례는 단 한번 뿐이었다. 19세기 패권국 영국이 20세기 패권국 미국에게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했는바, 미국과 영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동질
적인 이념과 가치 그리고 앵글로 색슨이라는 같은 인종적 배경과 기독교라는
문명적 토대를 폭넓게 공유했기 때문이다. 서구 민주주의 미국과 동방 사회주의
중국이 이념과 가치를 위한 총력전이 전개되는 한 평화로운 패권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장기전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군사·경제적으로
우위에 서있는 미국은 중단기전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이 미국 경제의 2/3까지 따라왔고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고 군사력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달러 기축통화국이며 첨단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이고 특히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
다. 아직도 미국은 중단기적으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능력과 충분한
자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동맹국의 역할이다. 근대역사에서 다수의 동맹국과
우호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패권도전국은 승리한 전례가 없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다수의 동맹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트럼프 시기에 흐트러진 동맹의 틀을 재정비하여 대중국 견제망을 재강화해
나갈 것이다. 반면 최근 홍콩 국안법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은 전세계를 향해
공포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바, 중국은 결국 세계와 맞서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문을 닫고 쇄국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쇄국의 길은 망국의
길이자 자멸의 길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향후 5년 이내에 중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시진핑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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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거나, 중국의 경제가 마침내 붕괴하여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중국이 새로운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혼란은 새로운 대격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ASEAN의 대응
가. 미·중경쟁과 ASEAN
최근 미·중 패권전쟁의 양상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전쟁의 전개는 미·중 간 전략적
충돌이 직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친중적인 러시아와
전통 서방세력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강대국들이 대립하고 있는 유럽,
친미적인 이스라엘, 사우디와 친중적인 이란이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 진출을 통해 역내 영향력 증대를 도모해왔던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단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은 향후 모든 국제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단일의 최대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중 간 역내 영향력 경쟁이 지속되어온 동남아 ASEAN 국가들에게도
미·중 패권전쟁의 의미는 매우 심대하다. 오히려 중요하지만 전혀 새로운 변수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여 년간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목도하고 경험해 왔으며,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오랜
대립과 협상을 병행해 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디시피 ASEAN 최대의 외부적
도전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이다. ASEAN은 2002년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채택한바 있으며, 2012년부터는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남중국해 행동규범(COC)”을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18년
초부터는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있지 않은 ASEAN에게 회원국들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을 상대하여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난한 과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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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ASEAN은 개별 국가별로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다양한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항상 공동의 대응에 많은 한계를 노정해
왔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과 비당사국(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해
왔으며, 준당사국인 인도네시아와 비당사국 싱가폴은 당사국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분쟁 당사국들 간에도 중국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경험한 필리핀,
베트남과 그렇지 않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간에도 상당한 입장차이가 존재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중국과 실질적 관계증진을 추구하는 필리핀과
중국과 대립적인 베트남 간에도 입장차이가 더욱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ASEAN은 내부적 이견차를 최소화하여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방안들을 강구
해 나가야 할 상황이나,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ASEAN의 가장 핵심적인 외교 과제는 향후 어떻게 기존의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ASEAN은 ARF(ASEAN 지역포럼), ADMM+(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ASEAN 중심의 각종
지역협력 다자체 운영을 주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국가들은 아태지역의
어떠한 다자협력도 항상 ASEAN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ASEAN 중심
성의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특히 아태지역의 정상급 전략대화체인 EAS에 기존
참여국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2011년부터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ASEAN 중심성의 유지 문제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향후 ASEAN은 자신이 주도하는 각종 다자협력체 운영을 통하여 역내 미·
중경쟁을 완화시키고 주요 강대국들과 세력균형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ASEAN
중심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SEAN 국가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도전
을 제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군사안보적으로 견제
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간 안보협의체(QUAD) 결성을 추진하면서,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참여국
또는 협력국 확대를 도모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ASEAN의 경우 베트남,

438
ASEAN 연구기행

상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간 노골적으로 친중적 성향을 보여 온 캄보디아와 라오스 그리고 당장 중국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미얀마는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ASEAN이 내부적으로 분열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미
ASEAN은 남중국해 문제로 내부적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4개국 안보협의체 결성과 관련한 참여국 또는 협력국 확대문제는
ASEAN의 내부적 균열을 더욱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클 것
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와 같이 ASEAN의 내부적인 합의도출
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ASEAN은 2025년까지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구축,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 해결, ASEAN 중심성 유지,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강대국
들과의 세력균형 도모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등 산적한 대내외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런
점은 ASEAN 국가들 모두가 ASEAN 중심성 유지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ASEAN 중심성 유지에 관건은 이를 추동할 역내 리더십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ASEAN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내국가들 간 내부적 단합유지와 역내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나. ASEAN의 이니셔티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ASEAN의 최대국이자 사실상의 주도
국인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8년 1월 레트노
(Retno Marsudi) 외교장관은 2018년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강대국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다자주의가 필요
하며, 인도네시아와 ASEAN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구상과 같은 새로운 지역
협력구도의 창설과정에 주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인도-태평양 협력의 목표는 신뢰구축, 상호호혜적 협력 그리고
대화의 관행 축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building block approach)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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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으로써, 인도-태평양 협력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포괄적(free,
open, inclusive and comprehensive)이어야 하고, 모든 역내국가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신념(joint
commitment)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레트노 장관은 ASEAN 국가
들의 집단적 지도력(collective leadership)과 공동의 조율된 행동(concerted action)을
통해 ASEAN 중심성과 내부적 단합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은 역내 지역협력
구도가 미·중 강대국 간 경쟁구도로 빠져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견제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
으로 강대국간 경쟁구도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외교적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는 여타 다수 동남아국가들의 동일한 인식을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를 통해 ASEAN 내부적으로
자신의 전통적인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ASEAN을 계속 주도해 나가려는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역내국가들과 향후 ASEAN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내부적 논의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 이에 대한 ASEAN의 잠정적 견해는 2018년 ASEAN 의장국 싱가
포르 리셴룽(李顯龍) 총리의 발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리셴룽 총리는 2018년
11월 일본-ASEAN 정상회의 시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등 역내 주요 전략구도에
대한 ASEAN의 핵심적 고려사항은 그러한 구도들이 첫째, ASEAN 단합과 중심성
에 대한 지지여부, 둘째, 역내 무역과 투자, 연계성(connectivity) 등을 증진 시킬지
여부, 셋째,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 옹호 여부 등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지역에서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지역협력구도가 형성
되어야 하며, ASEAN 회원국들이 어느 한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바 있다.
2014년에 집권하고 2019년 재선에 성공한 인도네시아의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자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해양강국(maritime fulcrum)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국제적 위상 제고를 핵심적인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또한 ASEA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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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국이자 동남아 최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배제·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내부적으로 편치 않은(uncomfortable)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결성한 4개국 안보협의체(QUAD)는 ASEAN
의 참여가 배제된 역외국가들 간의 전략협조체로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free and independent)”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온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4대 강국인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이 지역의 전략균형에 중요하다고 간주해 왔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포용성(inclusiveness), 합의도출(consensus-building), 규범적
(normative), 정치 및 외교적 접근 추구 등 ASEAN의 일반 원칙에 기반하여, 보다
ASEAN 중심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구해 왔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일대
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면서 동남아 등 아시아 중소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들의 집단적 대응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는바, 그
결과물이 2019년 6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의 관점(AOIP: ASEAN’s Outlook on the Indo-Pacific)”이다.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ASEAN 의장국 태국이 공동으로 작업한 AOIP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과 같은 일반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인도-태평양 구상에 중국을 배제·고립시키기 보다는 포용하여 참여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군사전략적 접근 보다는 해양협력,
경제협력, 역내 인프라 구축 등 비군사안보적 협력 의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향후 동남아국가들은 ASEAN 중심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역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겠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AIOP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
보다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인바,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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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도 AIOP가 전략이나 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침(guide)’이라고 평가
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과연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middle
power)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과 대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향후 미국과 중국이 양자택일을 노골적으로 강요할 경우에
도 다양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ASEAN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 역외국 대부분 국가들은
대체로 AIOP를 환영한다는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AIOP
가 큰 의미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ASEAN의 거듭된 지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은 이에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중국은
자국을 배제·고립시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인도-태평양이라는 어휘와 개념
그리고 구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AIOP는 ASEAN의
전략적 위상에 대한 냉소적 평가처럼, “없는 것 보다는 나은 것(better than nothing)”
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ASEAN의 선택과 관련하여 싱가폴의 입장이 오히려 더욱 현실적인 것
으로 평가된다.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종료직후 의장국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발언처럼, ASEAN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을 선택하는 상황을 결코
원치 않고 있으나,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사안별로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여타 아시아 지역의 중소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리셴룽 총리는 2020년 6월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으며, 다만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안보적 역할 확대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바 있다.

다. 향후 전망: 양자택일과 각자도생
향후 미국과 중국이 ASEAN 국가들에게 사실상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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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다수 ASEAN 국가들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것을 요청 또는 요구할 것이 자명
하다. 반면 중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ASEAN 국가들에게 일대일로와 동남아를
관통하는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 또는 협력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서는 회유와 협박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한 경제적 보복을 가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호주에 대해 또 다른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은 ASEAN 국가들에 대한 무언의 시위이자 협박인
것이다.
현재 ASEAN 국가들 중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심 지지하는 국가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청
하고 있는 싱가폴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싱가폴은 중국의
협박과 보복을 우려하여 결코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 표시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간접적으로 또는 비공식적 차원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조용히 수용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 역내국가들 중 가장 친중적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여타국가들, 특히 미국과 형식적이나마 여전히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필리핀과 태국 그리고 미국과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
네시아와 미·중 등거리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계속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국가는 역시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상 ASEAN의 주도국이고 전통적으로 독자적 외교행보를 취해온 국가이기 때문
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내부적으로 중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아시아 4개국간 협의체(Asia Fulcrum of Four) 구성을 검토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중국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나 미·일·호·인 4개국 협의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논의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나, 양자택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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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역시도 중국과 실질적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ASEAN 주도국 인도네시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기를 내심 희망할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종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를 상쇄하려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동남아 다수 중소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결국 다수 동남아 중소국가들은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편승(bandwagoning)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헤징전략
(hedging strategy) 또는 전략적 균형(balancing)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에 대한 중소국가들의 기본적인 공동의 대응일
수밖에 없다. 다만 국가별로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모험적 실리추구 전술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강대국
간 교묘한 줄타기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가 대표적 사례인바,
중국이 원치 않는 남중국해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는 필리핀 내 미군기지
사용 연장을 지렛대로 군사협력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중국과 경쟁하는 일본으로
부터도 경제 원조를 얻어내려는 실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줄타기 전술은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강대국들은 언제라도 입장을 바꾸어 중소국가들의
이익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생사의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압도적으로 친미·반중적인바, 향후 차기 필리핀
대통령은 전통적 친미외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에 대한 ASEAN의 궁극적인 해법
은 언제나 ASEAN 중심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지하다시피 ASEAN은 ARF,
ADMM plus, ASEAN+3, EAS 등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다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감으로써, 역외 강대국들에 대한 힘의 균형을 모색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ASEAN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적어도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ASEAN 중심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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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부적 단합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ASEAN의 전통적 4개 핵심국가(core states)들과 특히 역내 최대국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싱가폴을 제외한 3개국
모두 국내 정치적 문제에 봉착해 있어 역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2014년 이후 군정 치하의 태국은 2019년 형식적 민정이양 이후
여전히 내부적으로 정통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총리가 2020년 초반 예상치
않은 실각으로 말레이시아 정치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2019년 재선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ASEAN 주도국으로서 역내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강화하고 ASEAN의 내부적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관점
(AOIP)을 제시하는 등 이니셔티브를 취하고는 있으나, 중견국 인도네시아가
미국, 중국과에 같은 강대국들을 적절히 상대해 나갈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향후 미·중의 양자택일 강요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전쟁은 일차적으로 어느 일방이 승리 또는 패배가 분명해
지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경제, 안보 등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 체제와 이념의 대결로 가는 총력전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대부분 주요 국가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모든 역내국가들에
대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미·중 간 애매모호한
중간지대 또는 중간국가가 존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향후 동남아 ASEAN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째, 불가피하게 사실상 미국의 편에 서는 것,
둘째, 불가피하게 사실상 중국의 편에 서는 것,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등일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 국가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방안”이란 다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미·중 양측의 눈치를 살피다가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는 쪽에 편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승리한 패권국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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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전후처리 과정에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자국을
선택한 국가들과 계속 눈치만 보다가 마지막 순간 자국에 편승한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끝까지 선택을
하지 않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당장은 편리하고 안전해 보일지는 몰라도 궁극적
으로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싱가폴 등 일부 ASEAN 국가들은 미국과 사안별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논의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편에 서려는 일부 ASEAN 국가들이 향후 대중관계 유지, 특히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 무역 및 투자 등 대중경제관계에 대해 미국과 일정한 수준
의 합의 또는 동의 등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등 지역안
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군사협력 문제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실상 미국을 지지하되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반면에 중국도 일부 ASEAN내 친중국가들을 중심으
로 유사한 논의를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향후 ASEAN 국가들이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통합된
행보를 보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4. 한국의 고려사항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전쟁은 단기에
끝나지 않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중 간 패권전쟁
이 궁극적으로는 문명 간 충돌이 될 것으로 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도 한
세대에 걸친 매우 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반면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찰자들만이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 또는 중단기전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어느 누구도 향후 미·중 패권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언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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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내놓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섣불리 단기
또는 중단기적으로 미국 또는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가는,
조만간 머지않은 장래에 실제로 전쟁의 승패가 드러날 경우 예측이 빗나간다면
여간 난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된다면 또
다른 낭패가 될 것이다.
한편 미·중 패권전쟁의 전망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로 가든
중단기에 결판이 나든 간에 대체로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
이라는 전제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하는
바대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중국이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소수의 친중적인 전문가들은 전쟁은 결코
단기에 끝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전으로 가야 유리할 것으로 보는 중국
이 궁극적으로 장기전을 통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개인적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향후 미·중 패권전쟁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경우
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와 중단기에 끝날 경우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사고와 판단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바 대로 한 세대 정도의 장기전이
된다면, 한국과 ASEAN 같은 아시아의 중소국가들에게 보다 많은 전략적 선택의
여지가 가능할 수 있다. 서둘러 미·중 양국 중 어느 일방을 조기에 양자택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가능한 한 선택을 유보하면서 어느 일방이 승리할 것이 보다
분명해 질 때 선택해도 늦지 않을 수 있으며, 충분히 숙고하면서 잘못된 판단이
나 선택을 중도에 변경해 나갈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만일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중단기에 판가름 난다면, 초기의
전략적 사고와 판단이 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중도에 선택의 변경
이나 오류 시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애초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만일 전쟁의 승패가 3-5년 정도의
중단기에 가시화된다면, 군사·경제적으로 여전히 우위에 있는 미국이 유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전개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 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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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미·중 패권전쟁이 중단기전이 될 경우 한국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신중히 숙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면서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던 한국의 외교적 행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
라는 현실을 직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한국도 여타 역내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중 간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선택 강요를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중 간 패권
전쟁의 양상이 가치와 이념 그리고 체제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내부적 입장정리를 해나갈 필요
가 있다. 우리의 입장은 보다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국 국가이익의 근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결국 종말을 고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과 끝까지 함께 갈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면, 한국의 최우선 전략과제는 기존의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탈중국화(decoupling), 화웨이 등 5G 첨단기술,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G11 참여
문제 등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과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편치 않을 중국과의 관계유지 및 관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나감으로써, 예상되는 난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대일로, 반도체
및 화웨이 5G 등 첨단기술,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구태여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단 비공식적, 비공개적 방식과 채널을 통하여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게 우리의 선택과 진의를 명확히 전달하고, 반드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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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 하여금 향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부당한
보복을 당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보장방안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자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되,
부득이 하게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불이익과 보복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다면 부득이한 피해는 일정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승리할 경우
참여에 대한 보상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재집권 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는 물론 동맹관계 조차도 경제적 상거래로만 취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몰아붙이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를 위협, 단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당선
된다면 한미관계는 상대적으로 원만해 질 것이나, 미국의 체계적인 대중국 압박
정책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불이익과 부당한 보복을 당할 경우 외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가려 할 것이다. 여러모로 트럼프의 당선 보다는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게
보다 안정된 외교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향후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미국
이외의 여타 우호국들과 함께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방안들을 추구해 나가는
문제일 것이다. 이미 싱가폴 등 일부 ASEAN 국가들도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 특히 한국에서 중견국 외교를
지향하는 전문가들은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 간 다차원적 전략협조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과 ASEAN, 한·중·일 협력, G20체제 내 중견국 협의체 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KIA(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기타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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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럽(영국, 불란서, 독일, 스웨덴 등) 동아시아(일본, 한국) 국가들 간
사안별 공조체 모색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 간 공조체를 모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구체화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미·중 패권경쟁 앞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각자도생을 모색하는 ASEAN 국가들은 물론, 높은 수준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이룩한 EU 국가들도 아직까지 미·중 패권전쟁에 어떠한 공통의 입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중남부
유럽의 이태리, 그리스, 헝가리 등과는 상당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아마도
제한된 분야의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 또는 중견
국들 간 공조가 부분적으로나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세계패권을 두고 사활적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상황에서 중견국 또는 중간국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중견국 외교
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향후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부침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장래는 한국의 경제적 생존과 위상에 극히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향후 한국은 현명한 탈중국화
전략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강소국으로서 새롭게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중 패권
전쟁의 전개로 중국 중심의 기존 세계 공급망(GVC)이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제 2의 경제대국 중국의 향후 예상되는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는
한국, 일본, 대만, ASEAN, 인도 등 주변국가들은 물론 미국, EU 등 세계경제에
심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도 이러한
자국의 피해를 우려하여 최근 홍콩 국안법과 관련한 중국경제에 대한 규제와
제재 조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미국행정부가 중국경제에
대해 결정적 조치들을 강구할 경우 중국 경제는 붕괴의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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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주변국가들의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경제를 무너뜨려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경제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중국경제의
내부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중국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에 재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인바, 중국의 완전한 금융자유화와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예상외의 커다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와 IMF의 개입과 처방
그리고 이어진 한국경제의 규제철폐와 금융자유화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미국 등 외국자본들은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향후 중국시장은 한국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향후 미·중 패권전쟁은 장기전이 아니라 3-5년 정도의 중단기전이 될 것
이며, 군사 및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향후 미·중 패권전쟁은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라든지 다차원적인 중견국 외교와 같은 제
3의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보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이 승리할 경우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예상외의 커다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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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제문제분석 >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
목

차

1. 역대 미국 행정부와 동남아
2.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방향
3. 동남아국가들의 대응
4. 한국의 고려사항

1. 역대 미국 행정부와 동남아
가. 변화하는 동남아의 전략적 가치
1945년 이래 미국은 특정한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남아 지역을
자국의 주요 전략적 관심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아 왔음. 전통적으로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초강대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대서양의 서유럽 국가들과 태평양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관계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해 왔으며,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동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 왔음.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여 중소국가들로
구성된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
하지 않아 왔음.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일차적 관심대상은 항상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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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비중이 높은 강대국 중국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가 될 수밖에 없었음.
다만 미국에게 예외적인 시기가 있었는바, 냉전시기 민주당 존슨 행정부의
대규모 군사개입이 이루어졌던 남북베트남 전쟁기(특히 1965-68)에는 동남아
가 미국외교정책의 최우선 관심대상이 된 적도 있었음. 이 시기 직접 전쟁을
수행했던 베트남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치·군사적 개입을 했던 주변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물론 미국에게 해공군 기지를 제공했던 필리핀과 후방
지원을 했던 태국도 미국의 주요 관심 대상국이 되었음.
- 1960년대 중후반기 베트남 전쟁은 미국 최대의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찬반양론을 두고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초래했음.
그러나 1975년 북베트남 공산세력이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받았던 남베트남을
패망시켜 통일을 이룬 이후 동남아는 상당기간 미국에게 잊혀진 지역이 되어
버렸음. 더욱이 냉전종식 이후 1992년 공화당 부시행정부가 자국의 본토를
제외한 세계최대의 필리핀 내 미해공군 기지(수빅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에서 전격적으로 완전 철수를 단행한 이후에는 더 이상 동남아는 전략적
으로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음.
- 필리핀에서 미국이 군사기지를 철수한 배경은 냉전종식 이후 불필요한
과다 군비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미해공군기지 철수는 남중국해에
서 힘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는바, 이는 이후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음.
또한 1990년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동남아
ASEAN 국가들이 추진했던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ASEAN 간 이견 표출과 조용한 주도권 경쟁
이 벌어지기도 했는바, 때로는 수면 하에서 양측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음. 뿐만 아니라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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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의제로 부상했으며, 국제테러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던 중동
지역이 미국의 최우선 관심대상이 되면서 동남아는 2차적 관심사가 될 수밖
에 없었음.
반면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1993-2001)와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20012009)는 냉전종식 이후 동남아의 의미있는 지역협력체로 부상하기 시작한
ASEAN의 전략적 가치를 점차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동남아 국가들
에 대한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는 꾸준히 유지해 왔음. 다만 테러와의 전쟁
등 다른 급박한 외교사안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동남아 지역에 대해 “선의
의 무시(benign neglect)”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것임.
- 1967년 동남아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으로
출범했던 ASEAN은 1990년대 후반 동남아 10개국 전체(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포괄하는 지역협력체로 도약했으며, 역내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등으로 동남아를 매력적인 투자유망지역으로
발전시켜 왔음.
- 뿐만 아니라 ASEAN은 외교적으로 1994년부터 아태지역 외무장관회의체인
아세안지역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1997년부터 ASEAN +3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그리고 2005년부터는 아태지역의 정상급 전략
대화체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의 의장국으로서
연례 개최를 통하여 아태지역 다자협력을 사실상 주도해 왔음.

나. 오바마 행정부와 동남아
냉전종식 이후 동남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2009-2017)이었음. 오바마 행정부
의 대ASEAN 중시정책은 EAS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로
상징화되었음. 2009년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EAS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8년 임기 중 총 7회의 EAS 참석을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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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연례적인 EAS 참석을 통하여 ASEAN 국가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안보 공약을 재확인해 주었으며, EAS가 명실공히
아태지역의 정상급 전략대화체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오바마 대통령은 ASEAN 10개국, 한·중·일 3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EAS를 통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고
불법적 군사화(militarization)를 시도하는 중국을 강력히 비판·견제함으로
써,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음.
-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미국의 ASEAN 대표
부를 개설하여 ASEAN과 긴밀한 양자관계 구축을 시도했음.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동남아와 ASEAN을 중시했던 배경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 즉 아시아로의 회기(Pivot to Asia)와 재균형(rebalancing)으로
대변되는 대중국 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단호한(assertive) 외교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는바,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
에서 ASEAN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음.
- 다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미국은 자국의 금융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었고,
미국 내 팽배했던 중국의 장래에 대한 낙관론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처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군사적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영향력 경쟁의 주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한 동남아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꾸준히 지속해 나갔음.1
- 중국의 대ASEAN 외교공세와 남중국해의 군사화에 대해 우려했던 ASEAN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개입과 영향력 유지에
긍정적 태도를 유지했음.
1

1992년 미국이 지원했던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경제발전이 궁극적으로 중국
정치의 다원화, 민주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의 장래에 대한 미국 조야의 낙관론은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이 당헌을 개정하여 주석직의 임기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일인 장기집권체제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결정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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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와
여전히 비민주적인 다수 동남아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부들 간에 때로는 수면
하에서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음.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과도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할 경우 동남아 국가들이 역으로 중국 측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전략적 고려 하에서 상대적으로 절제된 인권외교를 지향해 왔음.

다. 트럼프 행정부와 동남아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대ASEAN 정책의 결과는 사실상 거의 파산직전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만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관계에서 동맹도 파트너에게도 어떤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았으며, 모든 외교행위를 상거래화시켰고, 그 정책결정과정은
대체로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웠기 때문임.
미국의 전통적 동맹세력인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물론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대규모 군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비상식적 수준으로 강요했음.
- 주요 대외정책도 국무부와 국방부의 실무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양태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주 제동을 걸었던 국무부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삭감하여
국무부의 활동역량을 크게 위축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음.
-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와 주요지역 정세에 대해 깊은 이해가 부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교사안을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거래관계로만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사실상 안중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임. 이는 그의 EAS 참석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났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회의 EAS가 개최되었는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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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정례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미국-ASEAN 간 정상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했으나,
마지막 날 EAS 일정이 몇 시간 지연되자, EAS 참석을 포기하고 곧바로 워싱턴
으로 귀환해 버렸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폴과 201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AS는
물론 2020년 11월 화상회의로 진행된 EAS에도 참석하지 않았음. 문제는
그래도 2018년 싱가폴 EAS에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
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한 점임.
- 이는 ASEAN이 주도하는 EAS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미국 대표가 참석한
사례이며, 다수 ASEAN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
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모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EAS 불참에 부담감을 가지게 된 미국이 2020년
4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국-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지만, 이 역시도 결국 코로나 확산사태로 열리지 못했음.
트럼프 대통령이 ASEAN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가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때문이기도
했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군사안보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간 4자안보대화(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추진을 대아시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이 구상에는 중국에 대해 상대적
으로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ASEAN이 포함되지 않았음.
- 이 구상에서 배제된 ASEAN 국가들은 2019년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담은 입장을 표명
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ASEAN의 중요한 역할(ASEAN Centrality)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구상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보다는 포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음.
- 미국은 ASEAN의 관점을 환영한다는 표면적인 외교적 수사와는 별개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에 중국을 포함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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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도 ASEAN측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ASEAN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미국과 ASEAN 간 관계가 이완되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중국은 ASEAN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상당한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음.
- 중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일대일로(One Road One Belt) 정책과 동남아를
관통하는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매력공세
(charm offensive) 등을 통해 ASEAN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
는 작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수년간 동남아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로 다수 동남아 국가들에서 과거 보다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개선되었으며, 역내 경제발전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외세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 반면 여전히 다수의 동남아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
되고 있는바, 이는 동남아인들이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부상을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다수의 동남아인들은 향후 미국과 중국 간 양자
택일의 상황은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는 인식인바, 자신들의 운명이 외부세력
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SEAN 국가들의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대해 무관심
했거나 공개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남아국가들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었음.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군부통치의 연장선 하에 있는 태국과 마약
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수천 명(8,000명 이상)의 불법적 사살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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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필리핀 그리고 로힝야 소수민족 문제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등이 대표적 사례들임.
- 실제로 태국의 군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와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로 미국으로
부터 강한 압력을 받을 경우, 보다 더 친중화될 가능성을 감안한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적 고려도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음.

2.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방향
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향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은 2021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신행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 하에서 동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며, 현재로선
여전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동남아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과 그 이후 단편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의 방향성을 개괄적으로 전망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임.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대외정책 목표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일일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와 트럼프 구행정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이며, 다만 그 방법론이나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부상과 패권추구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미국 민주, 공화 양당
간 폭 넓은 합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함.
-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7월 캘리포니아 닉슨도서관 연설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향후 미국은 무역 및 첨단기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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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체제 및 이념 경쟁의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체제전환(regime change)
을 미국의 전략목표로 삼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이는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패권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
도 이를 전면적으로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향후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에 입각하여 무차별적인
대중국 공세를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첫째, 미국은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개념을 공유하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동맹세력은 물론 세계 각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재구축·
강화 하여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 등 현상타파 세력의 도전을 저지해
나가려 할 것임.
- 둘째, 미국은 자국만의 능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미국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범세계적 또는 지역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할 것임.
- 셋째,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미국도 일정한 수준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
해야 하는 트럼프 방식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 전면 공세가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체계화된 대중국 압박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은 대ASEAN 중시정책의 복원, 대중국 견제 강화, 민주
주의 및 인권 증진 등의 방향성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됨.

나. 대ASEAN 중시정책의 복원
주지하다시피 바이든 신행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강화 하고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재구축하려는 의지를 표명
하고 있는바,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세력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협력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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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과 필리핀은 일본과 한국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전선의 핵심 동맹세력은 아니지만, 1950년대 이후 상호협정을
통하여 오랜 기간 미국과 형식적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임.
-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동맹세력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안정 유지에 미국의 일정한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트너
국가들인바, 특히 싱가폴은 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친미적
성향을 보이기도 함.
- 과거 미국과 전쟁까지 치른 적대국이었으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로서 미국에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을 요청하는 준동맹적 파트너 국가임.
- 반면 모든 ASEAN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미국과 원만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바,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 하에 있는 캄보디아
와 라오스는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어 있으며, 인권문제로 서구국가들로부터
비판, 외면당하고 있는 미얀마도 지속적으로 친중화되고 있음.
ASEAN과 관련한 미국의 또 다른 고려점은 ASEAN은 이미 아태지역 다자협력
에 핵심적 추동세력이라는 점임. ASEAN은 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DMM plus), ASEAN+3 정상회의, EAS 등의 의장국으로서 정례적으로
아태지역 다자회의체 운영을 주도해 오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바이든 신행정부
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연히 고려할 것이며,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대ASEAN 중시정책을 복원·계승하거나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2021년 연례 ASEAN 관련 정상회의와 EAS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참석
할 것이며, 그의 임기 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참석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과 역할을 통하여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임.
향후 바이든 신행정부가 대ASEAN 중시정책을 복원·계승·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무부의 역할을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중심의 정통외교를 부활시켜 나갈 것임. 일차적으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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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수년간 공석으로 남겨 놓았던 미국의 ASEAN 대표부에 빠른 시일
내 책임자를 임명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미국-ASEAN 간 양자관계 강화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

다. 대중국 견제 지속 및 강화
향후 미국은 미·중경쟁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동남아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임.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일대일로와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역내
국가들에게 중국과는 차별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다수의 ASEAN 국가들도
중국의 대규모 약탈적 투자로 인한 자국의 부채증가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여타 역외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일차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기획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
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이미 미국이 관심을 표명하고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며, OECD
의 개도국 개발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배정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대ASEAN 경제지원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바, 코로나 확산 위기로 미국도 당분간 자국의 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미국이 동남아에 투하할
수 있는 자금력은 중국의 대규모 일대일로 사업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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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직접적인
경제지원보다는 역내 무역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방안일 것임.
ASEAN이 주도하고 중국이 후원하는 역내 포괄적동반자경제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8년간의 긴 협상 끝에 2020년
11월 15개국(ASEAN 10개국, 한·중·일 3국, 호주 및 뉴질랜드)간 체결되었는
바, 이는 비록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중국
중심의 아시아 무역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함.
- 반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탈퇴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처지가 되었음.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 중심의 RCEP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선택
방안을 두고 장고해 나갈 것임.
- 첫째,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기존의 TPP 11개 회원국들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이 2018년 12월 발효시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T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빠른 시일 내 재가입하는 방안임.
- 둘째, CPTTP에 참여하되 기존 회원국들과의 또 다른 협상을 통하여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환경 및 노동 부분을 강화하는 수정된 형태의
CPTTP를 추진하는 방안임.
- 셋째, 기존의 TTP와 CPTTP와는 별도의 완전히 새로운 무역협정을 모색함
으로써, 미국 중심의 새로운 아시아 무역질서를 창출, 재편하는 방안인바,
중요한 것은 3가지 방안 모두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임.
- 하지만 현재 미국의 최우선 경제 관심사는 국내적으로 코로나 확산저지와
경제회복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자유무역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법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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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경제부분 보다는, 오히려 안보
분야에서 보다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영유권 주장과 불법적 군사화 문제에 대응하여 현재 중국ASEAN 간 협상 중인 남중국해 행동규범(COC)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고
미국 등 제3국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ASEAN 국가들과 협조해 나갈 것임.
-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 행동규범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특히 미국 등 제3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임.
또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영유권 주장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동 해역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것임. 동시에 지리적으로
남중국해에 접해있고 최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무력침공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제공 및 군사훈련 등 안보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임.
- 특히 대만의 안보와 관련하여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태세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 첫째, 향후 미국의 제 7함대(일본 요코스카 모항)가 서태평양 전체를 관할
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함대를 신설하여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 방안인바, 싱가폴을 모항으로 활용하여
장기간 유명무실했던 미국 제 1함대를 재건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될 수 있음.
- 둘째, 전세계적 차원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의 미지상군 재배치와 순환배치
등을 통하여 기존 대규모 고정배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남아 지역에
미군을 순환 배치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 물론 아직까지는 초보적 아이디어 또는 정책제언 수준에서 제기되는 방안들
이기는 하지만,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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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제고하게 될 경우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들인바, 외국군
의 역내 주둔 및 배치에 극도로 민감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임.

라.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향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통 분모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는 ASEAN 국가들에 대해 역대 미국의 어떠한
행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외교는 향후 미국-ASEAN 관계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는 미국-ASEAN 관계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체제 또는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형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서구적
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현재 그나마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민주화의 공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정도뿐인바, 과거 동남아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대표적
사례였던 인도네시아가 2000년대 이후 대통령 직선제 실시와 공정한 선거 과정,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예외적이라
볼 수 있음.
- 하지만 베트남과 라오스는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그리고 브루나이는
전통적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30년간 훈센 총리의 일인
독재체제가 이어지고 있음.
- 동남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을 구가해온 싱가폴은 사실상 집권
인민행동당(PAP)의 일당 장기집권체제에 기반하고 있는바,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세력의 강요된 부재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 하기 어려울 것임.
- 2018년 역사상 최초로 총선을 통해 야권연합세력이 집권에 성공한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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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여야 다양한 제정치세력 간 복잡한 이합집산 등으로 여전히 정치적
혼돈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하여 2019년 민정이양의 형식으로 권력을 계속 유지
하고 있는 태국의 군부는 최근 군출신 쁘라윳 총리의 퇴진, 비민주적 헌법
의 개정, 기만적인 왕실의 개혁을 요구하는 신세대의 강력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정치적 전도가 지극히 불투명함.
-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후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수천 명의 불법적 사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필리핀은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으나, 개인적 카리스마와 초법적인 민중주의
가 압도하는 매우 불안정한 형태의 민주주의 체제라 할 것임.
- 로힝야 소수민족 문제로 거센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얀마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아우산 수지 여사 세력과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
하고 있는 군부와의 편의적인 권력분점체제(power sharing)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ASEAN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깊이
개입할 경우 상당수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 반발하거나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며, 때로는 반사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상쇄해 나가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개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미국이 정상회의의 초청 대상
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인바, 특히 ASEAN 국가들의
초청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임.
- 미국은 ASEAN을 중시하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정상
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라 하기 어려운 동남아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포용
하기 위해 10개국 전체(공산국 베트남, 라오스 및 군주국 브루나이 포함)를
초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 그렇다고 선별적으로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만 초청할 경우에는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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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불참하거나 ASEAN 차원의 집단적인 거부도 예상되며, 특히 싱가폴,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초청에서 배제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반발도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베트남도 미국과의 관계강화에 일정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을 것임.
- 따라서 민주주의 및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신행정부는 동남아와
ASEAN에 대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3. 동남아국가들의 대응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다수의 ASEAN 국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신행정부의 출범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바, 이는 노골적으로 ASEAN을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행태를 감안
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또한 동남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미국
의 일정한 수준의 개입과 역할을 희망하는 다수 ASEAN 국가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반면 상당수 ASEAN 국가들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편치만은 않은 복잡한 심경(mixed feeling)일
수 있을 것임. 일단 미국의 대ASEAN 중시정책은 대다수 ASEAN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향후 미국이 동남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ASEAN 국가들에게 미국의 대중압박 정책에 동참하라
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ASEAN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국가들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지만, 동맹
및 파트너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공동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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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일부 ASEAN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외교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임.
이는 결국 ASEAN 국가들이 결코 원치 않는 미·중 간 진퇴양난적인 양자택일의
딜레마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향후 미국은 ASEAN을
전략적으로 중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동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해 나가려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중국대로 ASEAN 국가들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경우 엄중한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유와 협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임.
-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강행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의 중국 책임론을 거론한 호주에게도 매우 강력한 경제제제를 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은 소위 “승량이(wolf warrior) 외교”를 표방하면서 범세계
적 차원에서 반중국가들에게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과 보복을 경고
하고 있음.
사실 대다수의 ASEAN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경제는 중국
에게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 왔으나, 향후 이와 같은 동남아 중소국가들의 미·중 간 양다리
또는 등거리 외교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로 줄어들게 될 것임. 다시
말해서 향후 ASEAN 국가들은 미·중 간 양자택일의 회피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향후 ASEAN의 단합에 균열을 초래하여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이미 싱가폴 등 일부 ASEAN 국가들은 언제나 중국만을 추종하고 대외적
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옹호하는데 앞장서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ASEAN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물론 동남아 10개 중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ASEAN의 오랜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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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실제로 캄보디아, 라오스의 강제 퇴출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ASEAN은중국 변수로 인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임.
- 문제는 향후 미·중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 될수록 ASEAN의 내부
균열 또한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며, 결국 동남아
각국들은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의 대응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와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미·중 간 양자택일을 회피하는 문제와 관련한 ASEAN의 궁극적 해법은
ASEAN 국가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듯이 ASEAN의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동의 대응을 통하여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방안임.
하지만 이는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할 것임. 무엇보다도 ASEAN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보다 더 강성해
져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단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탁월한 역내 리더십이 존재해야만 할 것임.
- 그러나 그 어떤 동남아국가들도 세계 10대 강국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ASEAN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동남아 최대국 인도네시아의 역내 리더십도 항상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임.
- 다시 말해서 ASEAN과 인도네시아의 국력과 외교적 역량으로는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압박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임.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1위 패권국 미국과 세계 2위 패권 도전국 중국 간 벌어
지고 있는 양국 간 패권경쟁 또는 사실상의 패권전쟁은 ASEAN 국가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이를 회피하기 매우 힘든 구조라는 점임.
-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EU 및 NATO와 유럽의 전통
강국 영국도 최근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하여 사실상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의 역학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임.
- 또한 남아시아의 강대국 인도는 ASEAN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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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유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연합체
QUAD에 참여한 것도 힘의 국제정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 하의 향후 국제관계에서 ASEAN과 같은 중소국가
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임.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미군 재배치 및 순환배치 논의 동향 예의주시
향후 한국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미군 재배치 및 순환배치에 관한 미국 내 논의와
검토과정을 예의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일차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나, 신행정부 출범 후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미국이 해외주둔 자국 지상군의 재배치와 순환배치를 검토하려는 이유는
독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내 기존의 대규모 고정배치가 냉전종식 이후
중국의 군사적 부상 등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효율적이고 기민
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임.
- 한국의 경우 향후 주한미군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특히 동남아와 관련하여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군사적 위기 발생 시 긴급
하게 중소규모의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가 핵심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지상군 재배치와 순환배치 문제가 한·미 연합 방위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미 간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위태세를
견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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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PTPP 가입 적극검토
향후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미국이 중국 중심의 RCEP에 대응하고 미국 중심의 아시아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또한
미국이 CPTPP와 별도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경우에도 기존의 CPTPP가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한국의 CPTPP 가입에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문제는 일본과의 양자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미 한국은 미국은 물론 일본 이외의 기존 CPTPP
국가들과 사실상의 양자무역협정을 대부분 마무리했기 때문임. 따라서 경제적
으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고 정치외교적으로 극히 악화되어 있는 현재의
한·일 관계 하에서 향후 일본과의 순조로운 양자무역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일본과의 양자관계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한편 CPTPP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 동시가입을 병행·추진
함으로써 미국의 측면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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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후기

배긍찬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 책자 편집 후기를 쓰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어렵다. 배긍찬 교수님의 외교안보연구원·국립외교원에서의 30년을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정년퇴임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달고 임했던 작업 과정 중에 좋은 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배 교수님께서 수록할 글들을 선정하시면서 이 분야의 개척자
이자 최고(最高) 연구자로서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배긍찬 교수님의 ASEAN과 한·중·일 연구의 정수
(精髓)라고 할 수 있다. 배긍찬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한 주제에 천착하셨기에
선정할 글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글들이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확신하신
것은 후학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연구자로서 본받을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연구부의 후배 교수 외에도 제게 편집 작업을 함께 맡겨주신
배긍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자가 배긍찬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행에서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1년 6월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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