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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
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
역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 참여
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메콩 지역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
였다. 또한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
과 메콩 지역 협력체 간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메콩 국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경제성장과 교
역 및 투자 등의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 및 상호 비교 ③ 메콩 지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역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문헌 조사 ⑥ 국내 메콩 지역 협
력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 1950년대 UN 지원으
로 공산권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지원 등 메콩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 메콩 역내 협력체의 형성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 △ 태국의 관점에서 바
라본 메콩 개발 △ 아시아개발은행의 메콩확대지역(GMS) 경제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일본, 중국, 인도를 고려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 △ CLMV
국가의 ASEAN 가입과 이후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 최근 베트남의 성장
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중 메콩강위원회(MRC)는 역내 수자원 개발과 협력
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MRC와의 협력 현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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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지역개발 등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협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개 경험을 적
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공동연구로 메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지역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
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인 협력부문에서 MI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포럼
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과성을 점검
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체(ACMECS)는 기금(Fund) 조성에 있어 한국의 참여
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
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 경제회랑과 남
부 경제회랑의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ACMECS와 전략적 삼각협력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도 필요하다. 메콩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SEAN의 연계성 전략이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마
스터플랜(MPAC 2025)에 제시된 6가지 실행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
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민간기업과 NGO 등이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ASEAN 내 일본의 영향력을 높인 아세안·동

4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등의 정책연구기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메콩 발
전연구센터(GCMS)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B의 GMS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물적 인프라를 실제로 작동시
킬 수 있는 공간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문(도시 네
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국경 간 협력 플랫폼 등)에 우리 정
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역외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의 메콩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협
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 금액, 수자원 개발, 빈곤 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 중심 사회, 기후변화, SME 비즈니스, 경제회랑, 생산역량,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등 부문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도 제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
개발전략에 따라 2006년 씽크탱크(Think Tank)인 ERIA를 설립하였는데,
ERIA는 메콩 지역을 포함한 ASEAN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하여 메콩 하류 국가와의 협의
체(LMI)를 수립하였고,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함으
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LMI의 활동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외 국가
(메콩 우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문요약 • 5

중국은 2016년 제1차 정상회담(LMC)을 통하여 ‘일대일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
략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일본 주도의 ERIA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협력
방식으로 정책연구기관인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출범시켰는데, 메콩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협업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LMC의 협력 의제 발굴에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메콩 협력은 다자 협력을 의미하며,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이후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
한 정부의 지원과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다
만 현재까지는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한-메콩 협력기금을 프로젝트형 사업
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국
가와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선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
의 교역 및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철강·메모리·석유화학·기계·전
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적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협
력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2018년 연간 교역액이 약 680억 달러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교역 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
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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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투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
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라
오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별 협력의 차별화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을 중심
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삼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책(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인적역량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메
콩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전략(RPS: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수립 시 메콩 국가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
를 활용하면서도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메콩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
력 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추진전
략으로 크게 세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방향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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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즉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상
생협력에 대한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
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추진전략을 단기·중기·장기로 살펴볼 때, 한-메콩 정상협력의 브랜
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 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의 필요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자간 개발 협력
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상생협력에 대한 플랫폼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발전
(Grow Mekong)’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
학기술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
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
구와 이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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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
(ACIAR)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현상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
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금융 및 투자 협력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 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를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하여 메콩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자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
한 창업지원 자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
품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기술지원(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으로 제품화하
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 부문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메콩 지역 금융 공무원에 대한 역
량강화를 지원하는 일본의 글로벌금융협력센터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메콩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방안을 발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와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식품, 의류 및
봉제 산업,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평화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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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적인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속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이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UN의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기대
한다.
우선 메콩강위원회(MRC)의 수자원 협력 플랫폼과 한국의 ICT 및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리 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
발해질 것이다. 또한 메콩연구소(MI)가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
로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 기술력을 제
고하는 부문에서 훈련프로그램과 비즈니스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메콩 경제협력체인 ACMECS를 통한 삼각협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ACMECS 사
업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야 펀드에 참여하고, 동시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 협력을 기반
으로 ASEAN의 연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과, ADB의 GMS 프로그램
에서 공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도
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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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험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기후변화에 관한

Climate Change

유엔기본협약

UNFCCC

유엔 프로젝트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지질조사국

조달기구

WB

World Bank

세계은행

WEC

Women's Entrepreneurial Environment

여성창업센터

WSAT

Project for Development of Water Saving

중앙건조지대

Agriculture Technology in

농업용수절감농업

the Central Dry Zone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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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메콩 지역에는 초정부간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협력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메콩수자원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이하 MRC)와 메콩연
구소(Mekong Institute, 이하 MI)는 각각 역내 수자원개발과 인적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은 ‘메콩확대지역 경제협
력프로그램(Great Mekong Subregion program, 이하 GMS program)’을
통하여 메콩 지역의 도로, 관개 등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해 왔다. 태국은 ‘에
야와디-챠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이하 ACMECS)’을 통하여 메콩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역외국가들도 메콩 개발
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여 역내 개발협력 분야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메콩 국가는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의 성과물인 ‘한강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양자 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6개 분야 즉,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협력 부문으로 두어 협력의 가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2017년 개최된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메
콩 행동계획 2017~2020’을 채택함으로써 중점협력 부문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한편 2017년 5월에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
교’ 전략을 기반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과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고자 추진 중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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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에서는 ‘ASEAN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로 ASEAN과의
협력을 주변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2017
년 11월,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비전’을 제
시하였고,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
화(peace)의 3P 가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남방정책에서 가장 개발이 더딘 메콩 지역과의 상
생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국익 증대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메콩 개발에 대한 한국의 본격적인 참여의 의미를 이해하
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국가인 일본, 중
국, 미국 등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메콩 지역과는 양자 간 협력보다는 다자 간 협력을 의미
하므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협력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
들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메콩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의 NGO 및 중소기업과의 연계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메콩 지역은 ASEAN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국가이기 때문에
2000년 ‘ASEAN 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이하
IAI)’를 통하여 이들 국가의 발전을 독려하고 이를 통하여 역내 개발격차를 완
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역외 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 등은 이러한
ASEAN의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개발격차 완화를 위하여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한국도 지난 2011년 제1차 외교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메콩의 지역 협력체인 메콩연구소(MI)를 활용한 역내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한-메콩 정상회담으로 메콩 지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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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촉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메콩 지역과의 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
여 지역 협력체의 발전계획과 전략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담당자와의 심도
깊은 면담으로 현지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국과의 바람직한 중장기 상생전
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개발협력 부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
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메콩 지역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메콩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범위
가. 연구의 구성과 내용
이 연구는 앞의 취지와 목적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총 6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메콩 지역 협력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 연구의 구성과 방법 및 범위 등을 설명한 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통하
여 이 연구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메콩 개발과 지역 협력체 현황 및 시사점’으로 메콩 개발의 의
의, 메콩 역내 개발과정에서 태국의 영향력, ASEAN 공동체 형성에 있어 개발
격차에 대한 논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미얀마(CLMV)에서 CLM과 V의
구분에 대한 논의, 메콩 지역 협력체의 현황과 발전전략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
지수요를 고려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MRC의 수자
원개발, MI의 역내 인적자원 개발 및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태국 주도
ACMECS의 경제협력 전략, ADB의 확대메콩지역(GMS) 프로그램, ASEAN의
메콩유역개발과 연계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메콩 지역 협력체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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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한
국의 메콩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메콩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도쿄선언 2009’, ‘도쿄선언 2018’ 등을 검토한 후 ‘녹색메콩이니셔티브
(Green Mekong Initiative)’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중국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제1차 ‘란창-메콩 협력(Lancang Mekong Cooperation, 이
하 LMC)’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써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
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은 환경, 보건, 연계성,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 ‘메콩 하류지역과의 협력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이
하 LMI)’를 출범시켰고, 일본, 호주, 한국 등 다른 역외 국가와의 공동협력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부문에 초점을 둔 협력방향
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향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메콩 외교장관 회담을 통하여 협력한 현황을 검토하
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메콩 지역 국가와의 경제
및 개발협력과 인적교류 현황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국가와 최근 급성장
한 베트남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CLM 국가와 베트남 및 태국과의 협력 현
황을 살펴보고 향후 메콩 지역 협력체에 대한 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협력체의 현황,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역외 국가의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전략 등을 검토한 후, 한국의
상황에서 메콩 지역과의 바람직한 상생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메
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전략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진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메콩 지역 현지 방문조사와 현지 전문가의 식견을 검토하고, 동시에 국내 전
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5장까지의 현황과 시사점 및 상생전략 등을 요약
한 후 중장기 상생전략과 함께 메콩의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메콩 협

제1장 서론 • 27

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메콩 지역과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면서도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현황과 전략 및 역외국가와의 협력 등을 검토한 후, 한국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한국이 메콩 국가와의 정상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
안 메콩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양자 간 협력
과 병행하여, 메콩 지역 협력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ASEAN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자 간 협력의 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2019년 기준 한-메콩 협력기금이 20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과 중국
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메콩 지역 협력체 중 태국 콘캔에 위치한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메콩 지역 협
력체와의 협력 틀을 보다 다양화하면서도 동시에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CLM)와의 경제 및 개발협력 관계, 태국(T)과의 협력 관계, 베트남(V)과의 긴
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해한 후 차별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CLM+T+V 국가와 한국과의 경제 및 개발협력과 인적교류 현황
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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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국내·외 메콩 지역에 대한 연구는 메콩 개발의 의미, 아
세안 공동체와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메콩 지역의 국별 현황에 대
한 연구, 메콩 지역의 삼각주에 대한 연구, 메콩의 지역 협력체에 대한 태국의
영향력 등이 있다.
태국학자인 Sucharithanarugse(2006)는 1957년 UN 동아시아경제위원
회(현재 UNESCAP)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남베트남, 태국 공동으로 ‘메콩하
류지역 조사를 위한 조정위원회(현재의 MRC)’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당시 공
산권의 확대에 대응하고자 미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초
기 메콩 하류지역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댐 건설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명시하였
다. 2003년 출범한 ACMECS는 태국의 탁신 정권이 메콩 지역의 개발 참여로
태국 비즈니스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음을 주장하기도 한
다. ADB가 1992년부터 GMS 프로그램을 통하여 메콩 역내 인프라 개발에 속
도를 내는 상황에서, 저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의 경제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 대비한 정치적 중간자로서 인도의 메콩 개발
참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일본학자인 Masami Ishida(2012)는 그의 “Development of Five
Triangle Area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에서 메콩 강을 둘러
싼 5개 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즉 캄보디아, 라오
스, 베트남의 삼각주 지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ADB가 추진하는 GMS 프
로그램에 의한 태국 북부지역의 황금 삼각주와 녹색 삼각주의 발전 현황을 기
반으로 식량, 광업, 수력발전, 관광, 인프라, 시장, 국경 간 교역 등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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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학자인 Nguyen Binh Giang(2013)은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 View Point from Vietnam”에서 캄보디아와 라
오스 및 베트남 접경지대에 위치한 삼각주의 개발에 대한 베트남의 논점을 제
시하였다. 즉 이 지역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이지만 덜 발전되어 있고 인프
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소득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동의 협력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공적 기관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
ASEAN의 학자인 Severino(2007)는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에서 해
결하고자 하는 ASEAN 내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를 단순히 소득 측면에서 이해
하는 것보다는 공산당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IAI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주인의식 제고를 주문한다.
Lin and Liu(2018)는 IAI 등의 개발격차 해소를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과학
기술(disruptive technology) 분야가 메콩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농식품 생산 이력제, 미소금융과 핀테크 등 분야에서 관련 정책 도입의 중요성
을 역설하였다.
한국 전문가의 경우 조흥국 외(2002)는 ADB의 GMS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메콩‘강’의 잠재력과 유역 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완, 권경덕(2003)은 GM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
하여 도로, 수력발전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참여 등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윤
외(2012)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담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메콩 지역 협
력체와의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요한(2015)은 해외
연구 문헌과 저자의 현지 조사 및 경험을 기반으로 메콩 거버넌스 체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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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도화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Dore(2007)가 제시한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콩 하류 국가의 상황-과정-성과
(MSPs) 모델에 따라 메콩 거버넌스를 분석하였고, 수력 댐을 둘러싼 쟁점과 갈
등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MRC, GMS, AMBDC 등 협력체를 분석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방적 의사소통, 역할과 책임 공유를 통한 새로운 초
국적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메콩의 지역 협력체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국과 메콩
지역과의 중장기 상생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내용 측면에
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양자 간 협력에서 메콩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 공무원과 전문가
면담 조사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현지수요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협력전략을 모색한 후에는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검증으로 정책의 실효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본 연구의 수행 방법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① 메콩 지역 협력체의 계획과 전략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와 이를 기반으로 상호 비교 ③ 메콩 현지 방문조사 ④ 메콩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정부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메콩 지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통계조사 ⑥ 태국 경제학자와의 공동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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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상생협력 전략에 대한 국내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진은 2019년 8월 12일(월)부터 17
일(금)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방문하여 필요 자료와 현지 공무원 및 전
문가와 의견을 교류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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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콩 개발의 의의
가. 메콩 지역 협력과 태국의 영향력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UN은 냉전기간 동안 동아시아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 이하 ECAFE, 현재의
ESCAP)를 방콕에 설립하였고, 이후 1957년 캄보디아, 라오스, 남베트남, 태
국으로 구성된 소위 ‘하류메콩지역 조사조정위원회(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s of the Lower Mekong Basin, 현재의
MRC)’를 창설하고 메콩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공산권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 황폐화, 주민 이주, 환금성 작물생산을 위한 농지
감소 등으로 지역의 빈곤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미국이 메콩 지역의 댐 건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1960년대 초반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
쟁 동안에는 메콩 지역 내 추가적인 댐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으로 구성된 현재의 메콩강위원회(MRC)를 캄
보디아 프놈펜에 설치하면서 메콩 협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태국은 여전히 메콩 지역 협력체에 참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태국의 찻차이(Chatichai) 정부는 ‘전장에서 무역으
로’의 정책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촉진
하기 시작하였다. 메콩 국가들이 ASEAN에 가입한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집
권한 사업가 출신인 태국의 탁씬(Thaksin) 정부는 2003년 경제협력전략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현재의 ACMECS)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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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적인 노력에 대하여 출라롱콘 대학교의 Sucharithanarugse(2006) 교
수는 당시 태국의 경제협력전략(ACMECS)에 대하여 1992년부터 시작된
ADB의 메콩강유역개발(GMS)과 비교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참여로 인
한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다른 역외국가의 참여와 함께 인도
(India)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나. ASEAN과 메콩 국가의 개발격차
ASEAN은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
국가들의 방콕 선언으로부터 출발하였고, 1984년 브루나이 가입과 이후 공산권
국가의 개방화에 힘입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
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현재의 ASEAN 10개 국가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소위
CLMV로 불리는 메콩 국가의 가입은 이전의 6개 국가와의 평균소득뿐만 아니라
인적·제도적 역량, 인프라 수준, 경쟁력 측면에서 ‘개발격차(development
gap)’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였다.1)
메콩 국가의 ASEAN 참여 이후인 200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과 총소득을
살펴보면, CLMV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소득수준이 다른
ASEAN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 참고). CLMV 국가
의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베트남 402달러, 라오스 333달러, 캄보디아 300달
러, 미얀마 196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870달러, 필리핀 1,052달
러, 태국 2,030달러 등 인근 국가의 소득수준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이다.
2000년도의 총 소득 측면에서도 베트남 312억 달러, 미얀마 91억 달러, 캄보
디아 37억 달러, 라오스 17억 달러로 자원부국이자 당시 인구 33만 명도 채 되
지 않는 브루나이를 제외하곤 필리핀의 810억 달러, 말레이시아의 1,000억 달
러, 태국의 1,260억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1) ASEAN(2019), ASEAN Economic Commun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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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0년도 ASEAN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총 소득 비교
(단위: 달러(좌), 십억 달러(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9.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즉 이러한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ASEAN은 2000년도에 ASEAN 통
합이니셔티브(IAI)를 채택하게 된다. IAI는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정보통신
(ICT) 분야를 중심으로 제1차 실행계획(2002~2008)과 제2차 실행계획
(2009~2015)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 말 ASEAN 공동
체가 출범한 이후에는 제3차 실행계획(2016~2020)을 통하여 5개 중점협력
분야(농식품,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교육, 보건과 웰빙)를 중심으로 ASEAN
공동체의 3대 축(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과 연계하
여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ASEAN의 노력에 대하여 Severino(2007)는 개발격차를 단순히 소
득 차이보다는 공산권의 중앙집권 시스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현상에 초점을 둘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IAI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보다 더 세밀해져야 하며, 사업에 대한
평가와 메콩 국가의 주인의식 제고 등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더 높여야 함을 주
장하였다. Lin and Liu(2018)는 기술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를 제안하였다. 즉
IAI 지원으로 메콩 국가의 빈곤율이 1990년 66%에서 2015년 18%로 감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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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최근의 과학기술(disruptive
technology)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분야도 메콩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농식품 생산 이력제, 미소금융과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 도입
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에 대한 논
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ASEAN의 노력과 역외 국가들의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태국과 베트남 및 CLM 국가의 개발격차
동남아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력 우위를 기반으로 메
콩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동시에 정치적 갈등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외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2,000
달러 수준에서 2018년에는 7,000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림 2-2. 메콩 국가의 1인당 GDP(2000~18년, 경상가격)
(단위: 달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9.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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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CLMV 국가의 1인당 소득수준도 증가하였는데, 2018년도 기준
으로 살펴볼 때, 라오스와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초과하였
고,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여전히 1,200~1,500달러 수준에 그쳤다. 메콩 국가
들이 ASEAN에 가입한 후 역내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 2000년도
와 최근인 2018년도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비교하면 라오스(9.7배), 베트
남(6.7배), 미얀마(6.6배), 캄보디아(5.7배), 태국(2.9배) 순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680만 규모의 라오스는 언어적·문화적 유사성
으로 인해 인구규모(6,780만 명)가 큰 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
가이며, 이에 따라 라오스의 1인당 소득이 캄보디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
로 추정된다. 베트남은 9,457만 명의 인구(2018년 기준)와 농식품 등 1차 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의류, 신발, 섬유, 가전, 전자제품, 반도체 등
제조업을 통한 산업화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역외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수출
을 증대시킴으로써 빠르게 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얀마는
2011년 군부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메콩 국가에 비하여 성장 속도가 다소
더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인근 국가
인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 20여 년간 메콩 지역
의 발전 추세를 종합하면 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베트남과 라오스의 견고한
경제력 확대,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상대적 더딘 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를 고려함에 있어 국가 총소득 규모로 살펴보면,
CLMV 국가를 이제는 CLM 국가와 V 국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은 2000년 1,264억 달러에서 2018년
4,872억 달러로 285% 정도 증가한 반면 베트남은 674%나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 여전히 1,000억 달러 미만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CLM 국가의 개발격차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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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메콩 국가의 총 GDP 추세(2000~18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9.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현황
메콩 국가들이 ASEAN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
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1992년 ADB의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어
서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 메콩연구소(MI),
ASEAN의 메콩유역개발 등이 출범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태국의 메콩경
제협력체와 ASEAN 연계성이 대두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메콩 지역의 주
요 협력체 현황과 전략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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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메콩 지역 내 주요 지역 협력체 출범과 1인당 GDP 추세(1990~2018년)
(단위: 달러)

주: 메콩 5개 국가(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1인당 평균 GDP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9.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가. 메콩강위원회(MRC)와 수자원개발
메콩강위원회(MRC)는 1995년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메콩협약
에 근거하여 설립된 초정부간 기구로 메콩강 하류 유역의 협력을 위한 ‘물 외교
(Water Diplomacy)’의 역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후 1996년 중국
과 미얀마를 대화파트너로 초청함으로써 수자원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메콩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외 개발파트너
와 협력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호주, 벨기에, EU,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
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세계은행과 협업하고 있다.

1) MRC 5개년 전략(2016~2020)
MRC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5개년 전략
(2016~2020)의 경우 메콩강과 주변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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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2)
첫째, 메콩유역 기반의 국가계획과 프로젝트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정책입안자들의 증거 기반 지식과 상식적인 정보 공유 강화 ② 전체 메콩유
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세부 분야에서의 환경경영과 지속가능한 수
자원개발 ③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부정책에 대한 시행주체
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MRC 절차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시행
추진과 더불어 ② 회원국 간 효과적인 대화와 협력 및 지역 파트너 및 이해관계
자와의 전략적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3)
셋째, 유역조건에 대한 더 나은 평가와 의사소통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회원국 간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유역 전반에 대한 평가와 예측 및 효과
측정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메콩유역 조직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분권화 로
드맵과 개혁정책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2) MRC의 최근 협력 현황(2017, 2018)
MRC가 발표한 2017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총 1,243만 달러의 지원액
중 1,234만 달러를 지출(바스켓 펀드 768만 달러, 목적용 펀드 444만 달러, 행
정유보비용 21만 달러)하였고, 크게 9가지 부문의 성과를 달성하였다.4) 구체
적으로는 ① 위원회 차원의 연구 완료(세부 분야별 수자원개발에 대한 통합적
인 누적효과 측정, 미래 예측 분석도구와 데이터 구축, 4개 회원국의 의사결정
시 핵심 내용 합의) ② 유역 어류 개발 및 경영전략(2018~2022) 수립 ③ 국경
2) MRC(2016), p. 14.
3) Mekong River Commission의 Anoulak Kittikhoun 대외전략 및 파트너십 국장 인터뷰(2019. 8.
13. 라오스 비엔티엔), 부록1 참고.
4) MRC(2018),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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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드는 통합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메콩 4개 국가 간 대화 진전 ④ 수력
발전 영향 완화 및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완성 ⑤ 초 국경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완료 ⑥ 팍벵(pak beng) 수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진
전 ⑦ 중국을 포함한 외부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⑧ 자료와 정보시스템의 개선
⑨ 성 주류화에 대한 신규 계획 수립이다.
MRC의 2018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예산 2,026만 달러 중 실제
1,248만 달러를 집행5)하였고, 크게 11가지 부문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6) 구체적으로는 ① 2017년까지 5년 동안 조사된 위원회의 결과
물에 대한 MRC 참여 국가의 적극적 지원 및 협의 ② 지속가능한 수력발전 개
발전략에 대한 대안적 방안 연구 ③ 2009년 이후 메콩 본류 댐에 대한 ‘2018
예비 설계 가이드 지침’ 마련 ④ 2개(Pak Beng, Pak Lay) 수력발전 프로젝트
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⑤ 사야부리(Xayaburi) 수력발전 댐의 부작용(수자
원, 환경 이슈 등) 완화를 위한 설계 변경 논의 ⑥ 2018년 MRC 정상회담 개최
와 지속적인 역할 합의 ⑦ 신규 개발협력 파트너(UN 산하 기구(ESCAP,
UNOPS, UNEP), ASEAN, 미국(USGS), 중국, 스톡홀롬환경연구소(SEI), 모
로코 정부, 인도(제9차 MRC-Ganga의 장관급 협력), 메콩 하류 국가(LMI) 협
력 등) ⑧ 세 번째의 전반적인 메콩강 유역 보고서 ⑨ MRC의 의사결정 효율화
를 위한 자체 지표 완성 ⑩ MRC 전략(2016~2020)에 대한 중간 점검 ⑪ 수자
원에 대한 지역과 국가별 전문가 그룹의 활동 추진 등이다.
즉 MRC는 메콩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회원국 간 수자원 협력, 메콩 상류 국가인 중국과의 협력, 메콩 하류 국가인
베트남의 상류지역 수력발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슈를 적절히 조정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동을 증진해 왔다.

5) 바스켓 펀드 883만 달러, 목적용 펀드 364만 달러 등.
6) MRC(2019),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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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의 참여
MRC의 이전 CEO는 주로 유럽 출신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MRC는 EU와 지속
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일례로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MRC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금가지 약 3,100만 유로를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MRC 내에 GIZ 협
력 담당관이 파견되어 있다. 2018년 10월에는 향후 3년간 400만 유로를 지원하
여 메콩 지역 국경 간 가뭄과 홍수 부문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7)
일본은 ADB를 통한 GMS 사업부터 MRC와 협력하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
으로는 2001년부터 약 1,300만 달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발표된 일
본의 MRC 협력전략(2017~2021년)을 살펴보면, 어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관개시스템, 농지의 이용과 변화 모니터링, MRC의 관개 데이터베이스 개선, 농
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부문에 중점8)을 두고 협력하고 있다.
메콩 상류 국가이자 MRC의 대화상대국인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메콩 상
류 부문 수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우기에는 매 2회 상류
의 수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양자 간 정보교류는 2008년과 2013년 갱
신되었다. 최근인 2019년 7월, 우기 동안(매년 6월 1일~10월 31일) 실시간으
로 메콩강 상류의 수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재합의하였는바, 이는 메콩
지역의 수자원과 홍수 등에 대한 예측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지
난 2018년 11월 초, 중국 쿤밍에서 처음으로 란창(Lancang)-메콩 수자원협
력 포럼을 개최9)함으로써 양자 간 기술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
국은 운남성 쿤밍에 위치한 란창-메콩 수자원협력센터(LMWRCC: Lancang
Mekong Water Resources Cooperation Center)가 주도한 쿤밍포럼을 통
하여 MR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7) MRC(2018. 10. 2), “Germany commits EUR 4 million to strengthen Mekong Transboundary
water cooperation.”
8) MRC(2018. 7. 9), “Japan Re-affirms its Support for Mekong Irrigation Facilities Improvem
ent.”
9) MRC(2018. 11. 7), “Mekong Lancang Cooperation: China welcomes MRC’s call for a close
tie.”

제2장 메콩 개발과 지역 협력체 현황 및 시사점 • 43

나.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와 인적역량 강화
1) MI 조직과 발전전략
메콩연구소(이하 MI)는 1996년 태국의 콘캔 대학교 내에 캄보디아, 중국(운
남성, 광시광저우 자치성),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간 상호협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초정부간 기구이다. MI는 지방정부와 개발협력
파트너 및 지역의 조직들과 협력하여 역내 협력과 연계성을 촉진하고 있다. 특
히 무역촉진을 위한 메콩 지역 간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고객 지향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정책대화, 컨설팅, 연구와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의 조직을 살펴보면 우선 메콩 6개 국가의 대표가 있고, 이들이
평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태국 외교부 산하 국제개발처(TICA)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별 대표는 각 실무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서 활동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 대표는 현재 민간회사(MFC 자산운영사) 대표
이자 태국의 고위직 관료로 MI 설립에 관여한 Narongchai 박사가 맡고 있다.
사무국은 총 3개 부서와 동서경제회랑 프로젝트 팀의 약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그림 2-5 참고).
MI는 메콩 지역의 통합과 번영 및 화합을 위한 역량 있고 헌신적인 인적자원
을 육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비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와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빈곤감소와 메콩 지역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부문 즉 ① 농업개발과 상업화 ② 무역과 투자 촉진 ③ 혁
신과 기술적 연계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018년 기준 MI의 예산은 약 330만 달러로, 장기프로젝트 지원금 총 194
만 달러,10) 단기 프로젝트 지원금 80만 달러,11) GMS 프로그램 참여 국가 기
10) 스위스 64만 1,000달러, 뉴질랜드 55만 4,000달러, 중국 47만 3,000달러, 한국 18만 2,000달러, 일
본 6만 1,000달러 등.
11) 중국 16만 7,000달러, EU 14만 9,000달러, 태국 국제협력청 14만 5,000달러, 중국 운남성 12만 달
러, 태국 상공부 8만 9,000달러, 캐나다 4만 5,000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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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 51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2)

그림 2-5. 메콩연구소의 조직 구성

자료: Mekong Institute, www.mekonginstitute.org(검색일: 2019. 9. 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최근의 주요 활동 현황
MI는 역내 인적자원 개발과 소규모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부터 스위스의 지원으로 ‘지역경제개
발과 동서경제회랑프로젝트(RLED-EWEC Project)’를 통해 동서경제회랑 지
역에 위치한 메콩 지역 농가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가치사슬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3)
2018년부터는 LMC의 특별기금으로 ‘메콩 지역 농촌의 전자상거래 개발
(Rural E-Commerce Development in the GMS)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써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중국과의 교역을 촉진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12) MI(2018), p. 32.
13) Mekong Institute의 Watcharas Leelawath 소장 인터뷰(2019.8.14. 태국 콘캔),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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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호주정부의 지원으로 ‘메콩 지역의 국경무역 촉진 프로젝트
(Monitoring Early Harvest Implementation of CBTA)’를 추진함으로써
국경 간 거래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제도, 행정절차 간소화, 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즉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메콩 지역에서 국가 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기업 활동을 지
원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3) 주요 국가와의 협력
MI는 연례 메콩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촉진하
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역내 전자상거래 부문
(E-commerce), 신규 기술을 통한 전력개발사업,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 식품안전, 수력발전 정보교류, 녹색 화물과 물류, 특별경제구역 관리, 캐
나다 시장 접근 등의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MI는 태국을 기반으로 수립된 초정부간 기구로 ADB의 GMS 프로그램과 적
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사업으로 역내 공무원 간, 공무원과 기업 간, 공무원과 연구자
간, 역내·외 기업 간 등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
고 있다.
2018년 10월, MI는 처음으로 란창-메콩 협력(이하 LMC)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과 수력발전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1월에는 LMC 비즈니스 포럼으로 메콩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동시에 농
업 비즈니스와 연계함으로써 메콩 지역과 중국의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한-메콩 협력기금을 MI에 지원함으로써 메콩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9월
에는 메콩 국가의 녹색 화물과 물류 경영(Green Freight and Logistics
Management)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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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국의 메콩 지역 경제협력(에야와디-차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 ACMECS)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에야와디-차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 ACMECS: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은 2003년 사업가 출신인 탁신 전 총리의 제안으로 설립되었으며, 태국의 메콩
역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 발전전략(2019~2023)
ACMECS 회원국은 매 2년마다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2018년 6월, 제
8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향후 5개년(2019~2023년) 계획과 3S 전략을 제시하
였다.14) 3S는 가속화 ACMECS(Seamless ACMECS), 조화로운 ACMECS 경
제(Syncronized ACMECS Economies),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ACMECS
(Smart and Sustainable ACMECS)를 의미한다.
가속화 ACMECS는 인프라와 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ASEAN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
이다. 조화로운 ACMECS 경제는 메콩 국가 간 무역과 투자제도의 조화를 추구
하며, 이를 위한 금융지원 추진을 통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ACMECS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대화된 기
술의 적용 및 에너지 부문의 전략적 연계 강화로 태국이 메콩 수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의 수요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국은 향후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ACMECS 기금과 ACMECS 인
프라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며,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ACMECS CEO 포럼을 통한 민관협력(PPP) 방식의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

14) “ACMECS nations agree on masterplan funding for group connectivity”(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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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농식품,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기술집약
적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2) 주요 협력 현황
ACMECS의 주요 협력 부문은 ① 도로, 다리, 철도, 항만, 항공, 역내 수로,
인터넷 망 구축, 에너지 인프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 ② 무역과 투
자제도 개선, 농식품 가치사슬 개선, 핀테크, 금융연계성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계성 지원 ③ 인적자원 개발, 환경협력, 지속가능한 농업, 관광, 보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2019년 6월, 향후 5년 동안 ACMECS 개발자금으로 총 5억 달
러 규모를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15) 태국 정부가 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다른 메콩 국가에서 총 1억 달러, 호주, 일본, 한국, 미국 등에서 총 2억 달러를
조달하여 전체 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3S 분야를 중심으로 다
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태국 정부는 우선 4,000만 달러의 자
금을 2019년에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과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을 위한 컨설팅,
타당성조사,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16)
[표 2-1]을 보면 ACMECS 회원국이 자체 우선순위로 지정한 프로젝트 리스
트를 확인할 수 있다. 라오스 정부가 제안한 ACMECS 우선순위 사업으로 ‘외
국인직접투자와 ACMECS 지역가치사슬이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CMECS Regional Value
Chain on Food Processing Industry)’이 있으며, 12개월 동안 15만 달러
규모이다. 또한 24개월 동안 44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업 중소기업 인력의 역
량강화사업(Enhancing Capacity of SMEs’ Workforce in Hospitality)’을

15) “$200m contribution set for ACMECS fund”(2019. 6. 18).
16)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iland의 K
undhinee Aksornwong 국장 인터뷰(2019. 8. 16. 태국, 방콕),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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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2017년 2월 미얀마 정부가 태국의 ACMECS에 제안한 대표
사업은 미얀마 몬주(Mon State)의 따톤(Thaton)에서 카인주(Kayin State)
인두(Ein Du)까지 약 68km 도로 확장사업이며, 1억 7,600만 달러 규모(24개
월)이다. 태국의 대표 사업으로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문화유
산 플랫폼의 원활한 데이터연결(Seamless Data Connectivity of Cultural
Heritage Platform for Smart and Sustainable Tourism in ACMECS)’이
있으며 사업기간과 금액은 5년, 270만 달러이다(표 2-1 참고).

표 2-1. ACMECS 회원국이 제안한 프로젝트 우선순위
(단위: 달러)

프로젝트

기간

금액

캄보디아
1

Multi-modal Air Connectivity Enhancement Study among
ACMECS countries

24개월

3,015,360

24개월

2,623,000

2

Rehabilitation of Khemarak Phoumin Seaport

3

Promoting Cross-Border Digital Trade for ACMECS countries

보류

4

Promoting Rinancial Inclusion and FINTECH

보류

5

Regional Open Educational Resources for Teaching/Learning

6

Equiping Public Schools and Teachers Training Institutions
with Connectivity and ICT Infrastructure

24개월

1,476,200

24개월

1,250,000

라오스
1

Upgrading National Road 17: Luangnamtha-Xiengkok section

-

-

2

Empowering Communities’ People through Mobile Broadband

-

-

3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CMECS
Regional Value Chain on Food Processing Industry

12개월

150,000

4

Financial literacy in rural area and SMEs

5

ACMECS Cross Border E-Commerce

12개월

99,800

6

Enhancing Capacity of SMEs’ Workforce in Hospitality

24개월

4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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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단위: 달러)

프로젝트

기간

금액

미얀마
1

Upgrading of Thaton-Eindu Section

24개월

176,000,000

2

Upgrading of Dawei SEZ-Phunaron Road

36개월

145,000,000

3
4
5
6

Promoting Cooperation on Trade and Investment Fairs and
Exhibitions
Value Chain Upgrading of the Potential Fruit(Coconut) in
Ayeyawady Region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on ASEAN Food Aquaculture
Practices for Food Fish in Myanmar
Exchange of Food Practices in Climate Change for
Myanmar and ACMECS

2일

64,240

24개월

500,000

18개월

500,000

11개월

900,000

500,000

태국
1

Digital ACMECS Ring

18개월

2

Submarine Cable Link

18개월

3
4
5
6

The Integration of Value Chain and Supply Chain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in ACMECS region
Cooperation on E-Commerce
Enhancing Water Security and Disaster Risk Reduc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eamless Data Connectivity of Cultural Heritage Platform
for Smart and Sustainable Tourism in ACMECS

-

24개월

100,000

12개월

130,000

5년
5년

2,700,000

베트남
1
2

The Project of Construction of the Ho Chi Minh City-Phnom
Penh Expressway
The Project of Study and Construction of the Highway
connecting Hanoi and Vientiane

-

-

-

-

-

-

-

-

-

-

-

-

The Project of Establishment of Start-up and Employment
3

Centers based on the Collaboration in Technology Transfer,
Education and Training between SMEs and Institutions
towards Inclusive Development of ACMECS Countries

4

Financial Services Applying High Technology
Thye Project of Assess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5

on Cultivation Land in the Mekong River and Solutions of
Using Land Effectively

6

Improv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Capacity, Assessing
and Forecasting Water Resources in the Mekong River

자료: 태국 외교부 내부자료(방문일: 2019. 8. 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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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DB의 확대메콩지역(GMS) 프로그램
1) 확대메콩지역(GMS) 경제협력 프로그램 전략(2012~2022)
ADB는 지난 1992년, 캄보디아, 중국 운남성,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6개 국가로 구성된 메콩강유역개발(GMS: Greater Mekong Subregion) 경
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중국의 광시광족 자치구를 포함
시켰다.17) 2002년 처음 시작된 GMS 정상회의에서는 ‘GMS를 역내 경제협력
과 번영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정하였으며, 2005년 개최된 제2차 GMS 정상
회의에서는 ‘연계성, 경쟁력, 공동체’를 강조하였고, 2008년 제3차 GMS 정상
회의에서는 ‘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개발 강화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ADB는 GMS 전략(2012~2022)에서 경제성장, 빈곤감소, 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역내 목표(Regional Impacts)로 제시하고 있다.18) 추진 방향으로는 하
드웨어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강화, 선택과 집중, 다른 역내 협력
및 통합프로그램과의 조화, 다른 분야와의 연계(예: 에너지, 농업, 식량안보, 환
경의 연계, Water-Energy-Food nexus), 제도적 역량 강화, 효과적이고 영
향력 증대에 기반을 둔 사업 추진 등이다.
역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Outcomes)에는 크게 6가지, ① 역내 투자,
교통, 노동 이주 증대 ② 빈곤층을 포함한 역내 에너지 사용 증대 ③ ICT 접근성
증대 ④ 관광 증대 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⑥ 자연자원 보전으로 구성하
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GMS 경제회랑 강화, 운송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
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개발 및 통합, ICT 연계성 강화, 여행 촉진 및 개발, 환경
친화적인 농업과 경쟁력 강화, 환경개선, 인적역량 강화 등이 있다.

17) ADB(2011), p. 1.
18) ADB(201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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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S 하노이 실행계획(2018~2022)
하노이 실행계획은 2022년까지 계획된 GMS의 전반기(2012~2017)를 평
가하고 후반기(2018~2022)의 GMS 프로그램의 방향과 수정된 전략을 제시하
였다.19) 핵심 요소로 경제회랑에 초점을 둔 공간전략, 각 섹터 전략과 우선순
위 조정, 계획·프로그램·평가체계의 강화, 제도 분야와 파트너십 강화 등이 있
다. 세부 분야는 운송, 도시개발, 에너지, 농업, 환경, 관광, 무역촉진, 인적자원
개발, ICT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사업은 GMS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단계를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레임워크(RIF: Regional Investment Framework
2022)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경제회랑 중심의 공간전략의 경우, 우선 수송회랑(Transportation Corridor)
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
여 도시와 경제회랑 간 연계, 도시와 농촌 간 연계를 고려하며, 특히 도시개발
에 중점을 둔 경제회랑 중소도시 개발, 2차 지역 개발, 국경지역 개발을 중시하
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우선순위 회랑지역의 도시와 국경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방면(운송프랜차이즈, 물류서비스 개발, 주거단지 조성, 교육과 건강 지
원, 금융서비스 개선 등) 계획 수립 ② 균형성장을 위한 대외 연계성과 내부 연
계성 간 균형 발전 도모, 도농 간 연계 강화와 식품가치사슬, 제2차 관광지 개
발 등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GMS 프로
그램의 공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소지역 개발 계획과의 철저한 연
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도시네트워크, 산업클러스터,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십 등 국경 간 협력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19) ADB(201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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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SEAN의 메콩유역개발과 연계성 강화
1) ASEAN 메콩유역개발(AMBDC)의 출범과 연계성 강화
ASEAN은 1996년 메콩 지역의 인프라 투자와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메콩
지역과 중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고자 ASEAN의 메콩유역개발협력체
(AMBDC: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를 출범시
켰으며, 매년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메콩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8가지 분
야인 인프라, 무역과 투자, 농업, 지속가능한 산림과 광업, 산업발전과 중소기
업, 관광, 인적역량 강화, 과학기술협력에 초점을 두었다.20) 대표적인 사업에
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중국 쿤밍까지 연결되는 철도사업이 있다. 다만
2013년 15번째 회담 이후에는 AMBDC의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는 메콩유역개발을 포함한 ASEAN의 전반적인 연계성을 촉진하기 위하
여 2010년 발표된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이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2) ASEAN의 연계성 강화(MPAC 2025)

가) ASEAN 연계성 프로그램 전략
ASEAN은 2010년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2015년 말 진
행된 ASEAN 통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로 ASEAN의 연계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이후 2016년 9월, 제28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소위 ‘비엔티엔 선언’
인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를 발표하였다.21) MPAC 2025는 ① 서론 ② ASEAN 연
계성 진행 현황 분석 ③ 연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추세(Trends) 설명 ④
ASEAN 연계성 달성을 위한 비전·목적·이니셔티브 ⑤ 각각의 세부 추진전략
20) ASEAN(1996).
21) ASEAN(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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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MAPC 2025는 ASEAN 연계성의 비전과 3대 항목 및 이에 따른 전략목표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2-6 참고). 비전으로 ‘ASEAN 공동체의
경쟁력과 포용성 및 고귀성을 촉진하도록 포괄적 연계와 통합된 ASEAN 구축’
이다. 이를 위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세
부 항목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혁신 강화, 로지스틱 구축 강화,
우수한 제도부문 성과, 인적 활동성 확대를 담고 있다.

그림 2-6. MPAC 2025에서 제시된 ASEAN 연계성의 비전과 주요 내용

자료: ASEAN(201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MPAC 2025는 ASEAN의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
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시된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메콩 지역과 연계
되어 있다. 총 52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부문 35개, 인적 활동성 강화 부문 8개, 로지스틱 부문 6개, 제도 부문 1개, 디
지털 혁신 부문 2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MPAC 2010에서는 총 125
개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 중 2010년까지 3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중복된
34개 사업을 제외하고 MPAC 2025에서는 총 5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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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C 2025에서는 구체적인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5가지 주요 분야별 2025
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2018년 기준,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이미 수
립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일부 사업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 MPAC 2025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MPAC 2025는 ASEAN 연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주요 사항을 제시
하였고, ASEAN 연계성 강화는 역내 물류량 증가에 따른 필요성과 높은 우선
순위에 의하여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물류량 증대에 기여한 역
내 지역 간 협력체(사업)인 GMS 프로그램과 MRC 등을 예로 들고 있다. ADB
가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회랑 구축사업 중심의 GMS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왔고, 메콩 수자원 협력체인 MRC 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ASEAN
연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주도해 온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ADB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MPAC 2025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ASEAN이 자체 계획을 수립
하였지만, ADB와 일본의 영향력이 높게 작용하였다. 즉 ASEAN 사무국 내 일
본이 지원하는 연구소인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이하 ERIA)’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MPAC 2025의 구체적인 계획
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ADB 중심의 추진사업과 일본의 메콩 지역 협력
사업 및 일본 수출진흥기구(JETRO)에 대한 소개 등 MPAC 2025는 일본의 영
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시사점
본 절에서는 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개발격차 완
화에 초점을 두어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메콩 역내 주요 지역 협력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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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요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표 2-2 참고).

표 2-2. 메콩 지역 협력체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지역 협력체

주요 특징

시사점

▪UN 지원으로 1957년 시작, 이후

▪MRC와 중장기 정책협력 플랫폼 수립

1995년 재출범(MRC)
▪회원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
메콩강위원회
(MRC)

트남), 대화상대국(중국, 미얀마)

추진)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공동연구 기반

메콩강과 주변 자연자원의 지속가

구축(예: 메콩 수자원 활용방안, 관개를

능한 개발과 경영 촉진

통한 주민 소득 개선방안, 주민과의 협업

▪2,000만 달러 예산(2018)

과 지속가능한 소수력발전, W(물)-E(에

▪태국 동북부 콘캔 대학에 위치하여
1996년 초정부간 기구로 출범

(MI)

(예: 국책연구기관과의 정책과 시범사업

▪수자원개발의 메콩 역내 플랫폼,

▪역외 국가의 개발파트너 참여 기대

메콩연구소

▪한국을 개발 파트너로 희망함

너지)-F(식량) Nexus 공동연구 등)
▪MI에 지원된 사업의 성과평가 및 효과성
측정 필요

▪회원국(캄보디아, 중국(운남성, 광

▪중-메콩 간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중국

시광저우 자치성), 라오스, 미얀마,

의 협력에 대응한 한국의 협력전략 필요

태국, 베트남)

(예: 메콩 지역 정부와의 비즈니스 협력)

▪인적역량 강화의 플랫폼, 3대 중점
분야(농업개발과

상업화,

무역과

투자 촉진, 혁신과 기술적 연계성

▪메콩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디딤돌로
적극 활용(예: 학생, 전문가 그룹 등 다
양한 인적교류 사업 추진)

강화)
▪330만 달러 예산(2018)
▪한국 18만 달러 지원(2018)

태국의
메콩경제협력
(ACMECS)

▪2003년 출범(태국 주도)

▪태국과의 전략적 3각 협력 고려

▪3S 전략(가속화, 조화, 지속가능

▪일본의 높은 영향력에 대응 가능한 한국

ACMECS)
▪‘안보’보다는 역내 평화를 위한 ‘개
발’에 중점
▪향후 5년간 ACMECS 기금 5억

의 협력전략 필요(예: 사람 중심의 인적
교류, 문화분야 협력사업 추진)
▪ACMECS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방안 마
련으로 메콩 지역과 협업 활성화

달러 조성(역외 국가 참여 요청)
▪ACMECS 비즈니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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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지역 협력체

주요 특징

시사점

▪ADB의 메콩 국가 지원으로 1992

▪대규모 도로, 철도 등 사업으로 메콩 지

년 출범

역의 기초 인프라 구축에 기여

ADB의

▪3년 단위 정상회담 추진, 차관을

메콩강

활용한 도로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ADB를 활용한 메콩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참여방안 모색
▪ADB와의 협력 메커니즘 모색(예: 도시네

구축으로 출발
▪3대 전략 (경제성장·빈곤감소·환경
적 지속가능성)

트워크, 산업클러스터, 비즈니스 파트너
십 등 국경 간 협력 플랫폼 지원)

▪기 조성된 수송회랑의 경제회랑 전
환을 위한 공간전략 중시
▪ASEAN의 메콩유역개발로 1996
년 출범
ASEAN의
메콩유역개발
과 연계성

▪연계성을 통한 ASEAN의 메콩 발전에
기여

▪2010년 이후 ASEAN 연계성으로
대체

▪일본 주도의 메콩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전략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이해

▪5대 부문(지속가능 인프라, 디지털
혁신, 막힘 없는 로지스틱, 우수한
제도 구축, 인적 활동 강화)

필요
▪한국의 차별적인 협력 플랫폼 마련 시급
(예: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정책과 시범

▪계획단계에서 일본의 높은 영향력

사업 추진 플랫폼, ICT 활용 금융협력 등)

자료: 저자 작성.

MRC는 2018년 기준 연간 2,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콩 지역 수
자원 협력의 기본적인 플랫폼이며, 4개 회원국, 2개 대화상대국, 역외 국가의
개발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을 개발파트너로 적극 희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MRC와 협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중장
기적인 정책협력전략을 도출한 후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와 이에 따른 지역개
발 등 빈곤감소 분야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수자원개발과 관개 구
축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메콩 지
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과 연
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8년 초, KDI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을 통하여 수자원 기초 분야의 정책협력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었으며,
2019년부터는 가뭄과 홍수 부문에 대한 연구 및 예측 등 KSP 사업을 추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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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협력을 기반으로 이를 실증하는 시범사업(예: WEF
Nexus)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MI는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기준 연간 330만 달러의 예산
으로 메콩 지역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의 플랫폼이며, 3대 중점협
력 분야(농업개발과 상업화, 무역과 투자 촉진, 혁신과 기술적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기업, 학생, 전문가 그룹 등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MI에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므로 이제는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 기금의 성과와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
도 필요하다.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참여
를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최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부문을 고려한 후 교육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비즈니스 포럼으로 연계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태국은 2003년 출범된 ACMECS를 통하여 향후 5년간 5억 달러 규모의
ACMECS Fund를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
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경제회랑과 남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 등 하드웨어, 통신 등 디지털 부문,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태국 ACMECS와의 전략적 3각 협력으
로 메콩 지역의 수자원 발전, 동서 및 남부 경제회랑의 활성화, 경제특구 개발
등에 대한 정보 축적과 이에 대한 전략적 참여를 모색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다만 일-메콩 정상회담도 ACMECS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한-메콩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기존 협력체를 고
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ADB의 GMS 프로그램은 1992년 출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플랫폼이
며, 최근에는 기 조성된 수송회랑(물적 인프라)의 경제회랑(물적 인프라의 작동
및 내실화) 전환을 위한 공간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도시네트워크, 산업클러스
22) 2019년 8월 MRC 방문 시 확인함.

58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국경 간 협력 플랫폼 지원 등 GMS 프로그램에서 필
요로 하는 공간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국의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
1996년 출범된 ASEAN의 메콩유역개발과 이후 2010년 ASEAN 연계성 전
략은 일본의 영향력이 높으며, 동시에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일본이 ERIA와 같은 연구기관을 통해 ASEAN의 연계성 전략 수립에 기
여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은 연계성 전략(MPAC 2025)에서 5대 부문과 6가지 실
행 전략(강한 집중과 목표, 명확한 거버넌스와 주인의식, 엄밀한 성과경영, 적
극적인 이해관계자 연계, 핵심기술과 인센티브 및 금융지원, 명확하고 연계된
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 사업에 있어 한국의 차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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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가. 일본의 메콩 지역 협력사업 개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중 메콩 지역은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본은 2009년부터 ASEAN에 늦게 합류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태국과 함께 메콩 지역을 정의하기 시작
한다.23) 이러한 메콩 지역 정의는 ASEAN의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 베트남 등 CLMV 국가의 저개발과 빈곤 및 기존 ASEAN 국가들과의 발
전 격차 개선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인프라 개발, 균형 있는 지속가능
개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금융 및 경제 지원, 빈곤 인구의 생활
개선,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개발협력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24)
일본의 본격적인 메콩 지역 협력사업은 2009년 제1차 일-메콩 정상회담
(Japan-Mekong Summit)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과 메콩 지역 5개국(태
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은 ‘메콩-일본 교류의 해(MekongJapan Exchange Year)’를 선언하고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에 공헌한다는 내
용의 도쿄선언을 채택하였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일-메콩 정상
회담을 이어오며 지속적으로 메콩 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표 3-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메콩 지역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은
2008년 971억 엔 수준에서 2009년 1,678억 엔으로 급증하였으며, 2017년
현재 2,027억 엔으로 두배 이상 크게 확대되어 왔다. 가장 많은 사업규모를 가
진 나라는 베트남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메콩 지역 사업 중 61.5%가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얀마(17.1%), 태국(12.5%), 캄보디아
(5.6%), 라오스(3.2%) 등의 순이다. 메콩 지역 협력사업이 본격화된 2019년
23) JICA 2008 pp. 38-39, 2009 p. 33.
24) JICA(2009),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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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업규모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미얀마의 경우
민간 정부의 등장으로 시장 경제화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는 2012년에 대규모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3-1. 일본의 메콩 지역 국제개발협력사업 규모
(단위: 백만 엔)

연도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합계

2017

114,697

34,407

30,137

13,047

10,429

202,717

2016

185,695

30,871

42,162

12,219

6,163

277,110

2015

192,910

41,608

30,461

15,599

9,571

290,149

2014

155,615

25,109

29,241

13,587

7,292

230,844

2013

170,930

2,996

45,777

12,168

8,300

260,171

2012

165,091

227,930

50,350

15,049

8,624

467,044

2011

121,811

2,633

22,012

10,572

5,998

163,026

2010

100,266

2,750

16,714

15,824

5,923

141,477

2009

136,168

2,431

13,132

9,083

7,007

167,821

2008

74,749

2,874

7,563

8,291

3,687

97,164

2007

5,198

1,636

2,447

3,784

2,165

15,230

1,423,130

395,245

289,996

129,223

5,159

2,312,753

(61.5)

(17.1)

(12.5)

(5.6)

(3.2)

(100.0)

합계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JICA(2018).

이러한 일본의 메콩 지역 협력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25) 첫째, 2000년대 불황의 늪에서 자국 경제의 회생을 도모
하기 위하여 동남아 시장에 대한 대규모 ODA와 민간자금을 동원하여 수출과
투자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인프라 중심의 투자사업을 모색함으
로써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중국의 對메콩 지역 진출
을 견제하고, 에너지와 농업 및 자원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과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협력프레임(Green mekong)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메콩
지역의 자원 확보 전략과 함께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 분야에서 자국의 주도권
25) 김태윤 외(2012),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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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쟁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개최된 제10차 일본-메콩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0년간
의 사업을 평가한 후, ‘도쿄전략 2018(Tokyo Strategy 2018)’을 선언하고
향후의 협력 방향과 연계되어 있는 협력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26) 여기서
는 최근 3년 동안 연계성 촉진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7,500억 엔의 ODA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의 세 가
지 축으로 ① 활력 있고 효과적인 연계성(Vibrant and Effective
Connectivity) ② 사람 중심의 사회(People-Centered Society) ③ 녹색메콩
의 실현(Realization of a Green Mekong)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활력 있고 효과적인 연계성은 중국과 인도 및 다른 아시아 국가 등 신흥
초대형 시장(Mega-market)과의 연결로서 메콩 지역을 넘어서는 산업구조 및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개선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계성을 인프라와 같
은 물리적 연계성(Hard Connectivity), 통관과 같은 소프트 연계성(Soft
Connectivity), 인접국가의 공급체인 참여와 같은 산업 연계성(Industry
Connectivity)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는 스포츠 및
문화교류나 관광 교류 등을 통한 인적 연결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인적 연계성은 인적자원 개발, 헬스 케어, 교육, 법률 협력으로 구체화시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메콩의 실현은 역시 SDGs의 하나로서 기후변
화 대응이나 수자원 관리 또는 자연재해 저감 등과 같은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녹색메콩 실현은 재난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수자원경영, 순환경제, 어종 보전
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도쿄전략 2018’의 실행계획으로서 메콩-일 협력 프로젝트의 실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메콩-일본 협력과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메콩-일본
협력과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 무역’, ‘메콩-일본 협력과 ACMECS’ 등의 이
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JICA, 태국 왕실의 이웃국가와의 협력기
2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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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NEDA), 태국 국제협력청(TICA), ADB, 일본 ASEAN 및 동아시아 경제연
구원(ERIA), ASEAN-Japan Center, GMS, 미국의 메콩협력(LMI) 등과의 협
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엔안보리결의안
에 따른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해체, 국제규정에 따른 남중국해의 평화 등을 명
시하여, 메콩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 공동노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인프라 위주의 투자로 자국 기
업의 메콩 지역 진출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
이라는 틀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등 브랜드(Brand) 이미지
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지난 10년간의 정상회담 경험은
한-메콩 정상회담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예: 일본의 Green Mekong을 참고하
여 협력 명칭의 브랜드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일례로, 한-메콩 협력 시 인
근 협력체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예: TICA와 협력하여 미얀마 지원)하는
등 한-메콩 협력 방향 수립 시 연계성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일본의 대표적 협력사업 사례
1) 글로벌 금융파트너십센터(Global Financial Partnership Center)27)
일본 금융지원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은 지난
2016년 4월, 글로벌 금융파트너십센터(GLOPAC: Global Financial
Partnership Center)를 설립하였다. 주요 목적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이
슈를 파악하고, 특히 인프라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부문의 기술지원을 수

27) https://www.fsa.go.jp/en/glopac/index.html(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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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금융당국과 세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전 아시아 금융파
트너십센터(AFPAC)에서 2016년 GLOPAC으로 전환하였다.
GLOPAC은 전 세계의 금융 관계자와 감독자 등을 초청하여 일본 금융제도
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Fellowship program)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금융 당국자, 증
권 관계자, 보험 관계자를 초청하여 교류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메
콩 국가 관련 공무원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일본 기업의 메콩 지역 인프라사
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 ‘2020년까지 녹색메콩을 위한 10년’의 출구전략으로 SDGs 연계
일본은 2000년대 자국 경제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메콩 지역의 에너지
와 농업 및 자원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과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녹색메콩
(Green Mekong)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메콩 지역
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동
시에 메콩 지역의 발전 도모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reen
meko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였다.
도쿄전략 2018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한 ‘메콩-일본 협
력과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로 전환함으로써 Green Mekong의 출구전략
으로서 SDGs를 활용하였다.

3) 파리협약 발효 대비 기후행동(Climate Actions) 강화 사업
JICA는 2020년 만료예정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28)에 따른 기후변
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지구 미래를 위한 기후행동(JICA’s Climate
28)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의 최종합의문으
로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며, 2020년 만료 예정인 쿄토 의정서를 대체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
협약이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의의가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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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for the Future of Planet)’을 강화하고 있다. JICA는 저발전국가의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후행동과 관련한 JICA 협력사업의 범위는 산림 보전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
지, 농업, 재해위험 감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후행동과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연계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 사업
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의 디자인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농업
개발 사업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가뭄 등의 기후
예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는 것도 JICA의 기후행동 강화 노력의 하
나로 볼 수 있다. JICA는 2017년 현재 약 7,870억 엔 수준인 기후변화 관련 사
업을 2020년 1조 3,000억 엔까지 증액할 계획이다.29)
메콩 지역에서의 JICA 기후행동의 예로 태국의 ‘Cooling a Megacity:
Bangkok’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동남아시아 최대 도시의 하나인 방콕을 대
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30) 먼저 완화
(mitigation) 수단으로 교통에 초점을 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철도
(MRT: Metropolitan Rail Transit)의 이용 증가, 오래된 에어컨 설비의 교체
를 통한 에너지 절감, 카메라 모니터를 이용한 교통신호 최적화, 도시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적응(adaptation) 수단으로서 빅데이터를 이용
한 홍수와 교통체증의 관계 연구, 수상택시(river taxi)의 도입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러한 기후행동 관련 협력사업은 일본의 선진사례를 활용한 협력사업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방콕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다양한 수단의 도입은 요코하마(Yokohama) 시의 교통정책, LED 가로등
교체사업, 태양광 전지 활용 등과 같은 선진 사례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요코
하마 시는 방콕 행정부(BMA: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와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방콕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the

29) JICA(2019), pp. 2-3.
30) JICA(2019),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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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kok Master Plan on Climate Change 2013-2023)의 수립을 지원하
였다. 또한 홍수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적응 수단의
강구는 태국의 카셋삿대학(Kasetsart University)과 동경대(University of
Tokyo)를 중심으로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2020년 파리협약의 발효에 맞춘 기후변화 대응 기후행동의 강화
는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여건 변화에 대한 JICA의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응과 완화의 두 가지 수단을
연계한 사업화, 지자체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사업 내용, 연구기관 및 연구
자 간의 공동 연구 및 연구 결과의 사업화 등이 우리나라의 메콩 지역 협력사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메콩 지역 연결성 개선 도로망 개발사업
JICA는 많은 저개발국에서 도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메콩 지역의 경우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
의 주요 도로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 개선사업은 메콩 지
역의 연결성 제고를 통한 경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31) 대표적인 예로
2013년 시작된 캄보디아의 5번 국도(National Road No.5)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캄보디아 5번 국도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과 태
국의 수도 방콕을 연결하여 메콩 지역 남부경제회랑을 연결하는 핵심 동맥이다.
이와 같이 JICA의 메콩 지역 도로 개발사업은 단지 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
는 해당 국가의 교통망 개선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이 완공되면 캄보디아
는 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자동차나 기계 등을 조립 생산하고, 태국은

31) JICA, Development of the Major Artery of the Southern Economic Corridor of the Mekon
g Region: The National Road No.5 Improvement Project is Underway in Cambodia—This
Year is “Mekong-Japan Exchange Year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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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풍부한 캄보디아에 투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즉, 제
조업에서의 ‘Thailand-Plus-One’이라고 불리는 메콩 지역 내 국가 간 노동
력 분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JICA는 이러한 도로망 개발과 함께 지역 산업의 개발, 도로 및 교량과 항
만의 유지보수사업, 광범위하고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등과 같은 광범위
하고 다양한 개발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진출
한 일본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개선 지원은
단순히 교통망 개선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메콩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식품가치사슬 개선사업
일본은 메콩 지역의 식품가치사슬 개선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일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안전 농식품을 조
달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의 메콩 국가와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JICA는 일본 농림수산성 및 츠쿠바대학(Tsukuba University)과
함께 2013년부터 미얀마 중부 건조지대에서 농업용수 절감 농업 기술개발사
업(WSATP: Project for Development of Water Saving Agriculture
Technology in the Central Dry Zone)을 진행하였다. 미얀마의 중부 건조
지대는 땅콩, 비둘기콩, 참깨 등 가뭄에도 재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작물 재배
에 의존하고 있으나, 강수량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수와 농가 소득
의 불완전한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WSATP 사업은 농업기술 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이지만 식품가치사슬(FVC:
Food Value Chain) 사업으로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다. 즉 기술지원뿐만 아
니라 판매 지원을 위한 판매자-구매자 연결 사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생산
성 및 소득 증대와 안정화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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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도는 미얀마의 옛 수도인 바간(Bagan)에서 개최된 농산업매칭포
럼(Agricultural Business Matching Forum)이다. 이 포럼은 지역의 30여
농가와 5개 호텔 및 음식점 간 매칭을 통한 최초의 지역기반 식품가치사슬 구
축으로 의미가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농산품 구매자인 호텔과 식당은 포럼 참가
농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상품의 양과 품질 및 공급 시기에 대해 설명하고, 농가
는 지역 내 대량 수요처의 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
술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32)
2019년 4월 JICA는 식품가치사슬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사업의 메콩 역
내 확대를 위해 ‘식품 및 농업을 위한 JICA 플랫폼(JiPFA: JICA Platform for
Food and Agriculture)’을 출범시켰다.33) 이 플랫폼은 메콩 국가를 포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을 포함한 글로벌 수
준에서 식품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체계로 볼 수 있다. JICA
는 향후 이 플랫폼을 기초로 개발도상국가와의 식품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새로
운 농업 및 식품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JICA의 식품가치사슬 개선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메콩 지역에서
출발한 글로벌 식품가치사슬 플랫폼의 구축이다. 각 국가별 농식품 산업의 특
성을 고려하지만, 식품가치사슬상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기적인 이메일을 활용한 뉴스레터 및 행사 안내로 정보와 경험을 공
유토록 하며, 특정 분야의 협력 창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공동의 활동을 강화
하고, 국가, 지역, 작목, 분야에 따른 하부 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한다는 점도 주
목할 만하다.

32) JICA, “Starting Initiatives in the Food Value Chain: Developing Water-saving Agriculture
Technology in Myanm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7).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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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메콩 지역 협력사업 주요 부문별 특징
일본의 주요 부문별 메콩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2009년
제1차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신3대 방향(① 활력 있고 효
과적인 연계성 ② 사람중심의 사회 ③ 녹색메콩의 실현)을 제시하고 이를 전략
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표 3-2 참고). 메콩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2015
년 이후 3년 동안 7,500억 엔으로 매 3년 단위로 볼 때 지속적으로 지원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SEAN 연계성을 위하여 물적·소프트·산업 연계성으
로 구체화한 후 일-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하거나 ASEAN 스마트시티 네트
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녹색메콩’을 중심으로
SDGs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과 공동으로 ‘녹색메콩포럼’을
추진하였고, MRC나 미국의 LMI와 협력하여 수자원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분
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식품과 전자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과 메콩 기업 간 SME
비즈니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의 ACMECS와 TICA, GMS, ASEAN,
LMI 등 미국과 태국 및 ASEAN을 중심으로 메콩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 3-2. 일본의 對메콩 지원 주요 부문별 특징
주요 부문

특징
• 2009년 일-메콩 정상회담 출범(도쿄선언) 및 10번째 정상회담(도쿄전략
2018), 2018년 11번째 일-메콩 외교회담, 신도쿄전략 2015: 일-메콩 연

협력 틀과 부문

계성 이니셔티브
• 2018년 일-메콩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 신3대 방향(① 활력 있고 효과적인 연계성 ② 사람중심의 사회 ③ 녹색메콩
의 실현)
• 도쿄선언 이후 메콩 지역에 3년간 5,000억 엔 ODA 지원

지원액

• 도쿄전략 2012 이후 3년 동안 6,000억 엔 ODA 지원
• 신도쿄전략 2015 이후 3년 동안 7,500억 엔 ODA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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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주요 부문

특징
• 활력 있고 효과적인 연계성을 위하여 물리적 연계성, 소프트 연계성, 산업

ASEAN 연계성
(Connectivity)

연계성으로 구체화함
• 일-ASEAN 통합기금(JAIF)
• 메콩산업개발비전 2.0과 조기실행조치
• ASEAN 스마트시티네트워크(ASCN) 지원 약속
• 2009년 제1차 일-메콩 정상회담 ‘2020년까지 녹색메콩을 위한 10년’,
2018년 SDGs와 연계
• 2019년 메콩-일본 정상회담에서 ‘2030 SDGs 달성을 위한 메콩-일본 이니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개발

셔티브’ 격상 약속
• 2019년부터 태국과 공동으로 ‘녹색메콩포럼’ 추진
• 재난위험 감소의 센다이 선언 2015-2030 추진
• 파리선언과 에코시스템 기반 재난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의 공동신용메커
니즘(JCM) 추진
• MRC와 LMI 협력으로 수자원 중심의 기후변화 협력
• ASEAN 연계성과 메콩-일본 협력의 첫 번째 핵심 의제
• 동서 및 남북 경제회랑 활성화
• 고품질 인프라, 전력 확보, 민간 참여 독려

경제회랑 연계

• 관세행정 현대화, FTA 활용률 제고, ICT 연계, 디지털 경제(E-Commerce),
우편서비스 현대화
• 기업 간 가치사슬 연계, SMEs,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 특별경제구역 개발
협력

생산, 식품 가치
사슬 및 SME
비즈니스 연계

역내 다른
협력체와 연계

• 태국 중심의 일본계 기업과 연계한 식품, 전자 관련 생산역량 지원
• 메콩 국가의 농식품의 안전 및 품질 제고로 일본 기업과 연계한 농식품 가치
사슬 추진
• 일본-메콩 기업 간 공급 체인(Value Chain) 연계
• ACMECS와 연계(ACMECS 마스터플랜 2019~2023)
• 태국 NEDA와 TICA, ADB, NERI, ASEAN-Japan Center, GMS, LMI
(미국) 등 연계

자료: 김태윤 외(2012); JICA(200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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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가. 란창-메콩 협력 개요34)
란창-메콩 협력(LMC: Lancang-Mekong Cooperation)은 중국과 메콩
강 유역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5개 국가가 구축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 플랫폼35)이다. 란창-메콩 협력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국가 간 발전 격차 축소, 아세안 단일화와 역내 단일화를 촉진하고, 남남 협력을 통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란창-메콩 협력이 역내 운명 공동체에서 나아
가 아시아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시금석이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
대일로’ 전략을 달성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란창강과 메콩강 유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전 잠재력이 매
우 큰 지역 중 하나이다. 란창강과 메콩강은 중국의 칭하이(靑海) 자치구에서
발원하는 한 줄기의 강이며, 중국에서는 란창강으로 명명하고, 윈난성을 통과
한 후에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경유하여 흐른다(그림
3-1 참고).

34) Lancang-Mekong Cooperation(2019), Introduction of LMC, 홈페이지(http://www.lmcchi
na.org/gylmhz/, 검색일: 2019. 11. 15)상에 게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35) 오윤아 외(2017),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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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란창-메콩강 줄기

자료: china.org.cn(검색일: 2019. 10. 10).

전체 길이는 4,880km에 달하며, 강 유역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3억 2,600
만 명이며 그 중 메콩강 유역 5개 국가 인구는 2억 3,000만 명에 이른다. 메콩
강 유역 국가의 GDP 총액은 6,000억 달러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7%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란창-메콩 협력의 6개 회원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오며
안전과 발전의 이익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란창-메콩 협력은 2012년 태국이 발의한 ‘란창-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이 발단이 되었으며, 이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2014년 11월 제
17차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란창-메콩 대화협력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에 따라 기타 5개국의 호응을 얻어 발족하게 되었다.
2016년 3월 23일 중국 하이난(海南) 싼야(三亞)에서 개최된 란창-메콩 협력
(LMC)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향한 란창-메콩 국가 운명공동체

74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싼야선언(Sanya Declaration of the First LMC
Leaders’Meeting)’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란창-메콩 협력(LMC) 시스템이
정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2 참고).

그림 3-2. 싼야 선언(Sanya Declaration of the First LMC Leaders’ Meeting)

일시

2016년 3월 23일

장소

중국 하이난성 싼야

회의

첫 란창-메콩 협력 지도자 회의
• 란창-메콩 국가의 미래공동체 구축

주요
합의내용

• “3 + 5 협력 체제” 설정
• 란창-메콩 국가의 생산 역량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the Joint Statement on
Production Capacity Cooperation among Lancang-Mekong countries)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검색일: 2019. 10.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란창-메콩 협력(LMC)은 란창강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촉
진’, ‘각국 국민 복지 증진’, ‘국가 간 발전격차 축소’, ‘ASEAN 공동체 건설 지
원’, ‘UN SDGs 달성’과 ‘남-남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협력 시스템은 ‘지
도자가 선도하고, 전 방위적 확대와 동시에 각 부문이 참여하는’ 프레임하에 정
부가 유인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모델로 추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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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전형적인 상생협력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LMC는 정상 회의, 외교부장관 회의, 고위급 회의와 부문별 워킹그룹 회의
등 다층적이면서도 다양한 영역의 협력 프레임을 포괄하며 ‘3+5 협력 프레임’
을 형성하였다. 즉, 정치·안보,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사회·인문을 3대 축으로
하고, 상호 연계성, 생산능력, 초국경 경제, 수자원, 농업과 빈곤퇴치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나. 3+5 협력 프레임

그림 3-3. ‘3+5 협력 프레임’ 구조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2017), http://www.lmcchina.org/zyjz/35hz/t1517898.htm(검색일: 2019.
9. 15).

[그림 3-3]과 같이 LMC는 ‘3+5 협력 프레임’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여기서
‘3’은 정치ㆍ안보(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Econom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인문(Socia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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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ople-to-People Exchanges)을 포함한 3대 중점협력 분야를, ‘5’는
상호 연계성(Connectivity),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초국경 경제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수자원(Water Resource), 농업
과 빈곤퇴치(Agriculture and Poverty Reduction)를 포함한 5개의 우선협
력 분야를 의미하며, 란창-메콩 제1차 외교부장관회의에서 선정되었다.
2018년 1월 10일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한단계
발전된 ‘3+5+X 협력 프레임’을 제안하였는데, 기존의 5개 우선협력 분야 외에
경제, 환경보호, 위생, 해관, 청년 등의 분야를 협력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뜻
을 밝혔다. 이는 국가 간 공통의 이슈를 고려하여 협력 분야의 범위를 더욱 확
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 란창-메콩 협력 관련 주요 회의
1) 정상회의
LMC는 2016년 3월 중국 하이난 섬의 싼야에서 처음으로 정상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초기에는 ‘3+5 협력 프레임’으로 진행되었으나 필요한 사안에서는
조기수확 프로젝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상호 협력사업을 가속화하기도 하였
다. 이어 2018년 진행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3+5+X 협력 프레임’을 도입
하며 추가협력 부문을 포함시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개년 행동계획을 발표
하였다. 중국과 메콩 국가 간 외교장관회담은 2015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으
며, 정상회담은 격년으로 진행된다(표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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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란창-메콩 협력 관련 주요 회의
구분

회의

항목
일시
장소

제1차
회의

협의
내용
회의
결과

정상회의

일시
장소

상세 내용
• 2016년 3월 23일, 중국 하이난 싼야
• 란창-메콩 협력(LMC) 시스템 구축
• 상호 연계성과 생산력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 집중 및 인문교류 촉진
• 3+5 협력 프레임 및 싼야 선언
• 란창-메콩 국가 생산능력협력 연합 성명
• 조기 수확 프로젝트 연합 목록 통과
• 2018년 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

제2차

협의

• 수자원, 수리시설 및 농업 협력 강조

회의

내용

• 인적자원 및 의료위생 부문 협력 강조

회의

• 3+5+X 협력 프레임으로 전환

결과

• 란창-메콩 협력(LMC) 5개년 행동계획 수립

일시
장소
협의
제1차

내용

회의

• 2015년 11월 12일, 중국 위난성 징홍
• LMC 시스템 구축 실질적 협의
• 3+5 협력프레임 도출
• 3+5 협력프레임 1차 정상회의에 의제 제시
• 조기수확 프로젝트화: 수자원 관리, 빈곤퇴치, 공공위생, 인적

회의
결과

교류, 인프라, 과학기술 등
• GMS, AMBDC, MRC 등 기존 지역 협력시스템과 상호 보완
및 협력

외교부장관
회의

일시
장소
협의
제2차

내용

회의

• 2016년 12월 23일, 캄보디아 씨엠립
• 조기수확 프로젝트 추진 경과 점검
• 중국주도 LMC 전문기금 마련, 융자 제공
• LMC 컨트롤 타워 및 지도 기능 활성화
• ‘LMC 우선 영역 연합 워킹그룹 조직 계획 원칙’에 합의

회의
결과

• 워킹그룹의 취지 조직 구성, 업무범위, 회의 방식, 보고 시스
템 규범화
• 2차 협력사업 접수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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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구분

회의

항목
일시
장소

상세 내용
• 2017년 12월 15일, 중국 따리
• 2018년 1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성과 점검
• ‘LMC 5개년 행동계획’ 검토

협의
제3차

내용

• 제1차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45개 조기수확 프로젝트와 제2차
외교부장관회의 13개 이니셔티브 진전 확인 및 점검
• 제2차 협력사업 목록과 6개 우선 영역 연합 워킹그룹 보고

회의

심의
• 새로운 협력부문 발굴 필요 공감
회의
결과

•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ASEAN 발전계획과 긴밀히 연계
시키는 것에 동의
• LMC 전문기금 1차 지원사업 목록 발표
• LMC 핫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7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 제2차 정상회의 성과 점검

협의
제4차

내용

회의

• LMC 5년 행동계획-2018년 추진보고를 통해 추진 실적 점검
• 2018년 LMC 전문기금 신청 및 심사완료에 따른 지원사업
목록 발표
• 란창-메콩 국가 상호 연동성 계획 협의
• 파트너 협력 향상 및 공동 번영 촉진 공표

회의

• 고품질 산업 능력 협력 추진 합의

결과

• 제1차 6개국 사무처와 조정기관 연수를 주최하여 6개국 국별
사무처 네트워크 강화 약속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검색일: 2019. 10.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제1차 정상회의(2016년 3월 23일) - 중국 하이난 싼야
각국 정상은 란창-메콩 협력(LMC) 시스템 구축, 상호 연계성과 생산력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집중, 인문 교류 촉진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란
창-메콩 국가 운명공동체 형성, ‘3+5 협력 프레임’ 구축에 동의하였으며, 회담
결과로 ‘싼야선언’과 ‘란창-메콩 국가 생산능력 협력 연합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기수확 프로젝트 연합 목록’을 통과시켰다(표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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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정상회의(2018년 1월 10일) - 캄보디아 프놈펜
2018년 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2차 정상회의에서는 수자원,
수리시설, 농업, 인적자원, 의료위생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기
존의 ‘3+5 협력 프레임’을 ‘3+5+X 협력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협력 분야의 범
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표 3-3 참고). 또한 ‘란창-메콩 협력(LMC) 5개년 행
동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2) 외교부 장관회의

가) 제1차 회의(2015년 11월 12일) - 중국 윈난성 징홍
2015년 11월 12일 중국 윈난성 징홍(景洪)에서 개최한 첫 회담에서는 란창
-메콩 협력(LMC)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고, ‘3+5
협력 프레임’을 도출하여 제1차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로써 란창-메콩 협력(LMC) 시스템은 각국이 공동으로 협상하고, 실행하고, 향
유하는 지역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란창-메콩 협력은 개방과 포용 정신에 입각하여 對메콩강 유역개발(GMS),
ASEAN-메콩강 유역 개발협력(AMBDC)과 메콩강위원회(MRC) 등 기존의 지
역 협력체와 상호 보완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 빈곤퇴
치, 공공위생, 인력교류,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을 조기수확 프로젝트
화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LMC 사업과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기본적으
로 관련 정부가 협상을 통해 확정하며, 기타 금융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지원하
는 자금도 배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제2차 회의(2016년 12월 23일) - 캄보디아 씨엠립
제2차 회의는 1년 뒤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1차 회의
에 이어 란창-메콩 협력(LMC) 시스템을 보다 규범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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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장이 되었다. 또한 조기수확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점검하였고, 해당 프로
젝트의 실질적이고 효과성이 증대된 성과를 기대하였다.
중국은 LMC 전문 기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융자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
하는 기금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회원국과 공유하였다. 고위급과 실무단 회의
에서는 LMC 5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였다. 각국 외교부에는 LMC 조정기구, 국별 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국별 외교부가 LMC 활동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지도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란창-메콩 협력(LMC) 중점 분야 연합 워킹그룹 조직 계획 원칙’에 합
의하고 워킹그룹의 취지, 조직 구성, 업무 범위, 회의 방식, 보고 시스템 등을
규범화하였다. 각국은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우선협력 분야의 실무조직을 구
성하여 추진해나가며,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2차 협력사업 신청과 접수 업
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제3차 회의(2017년 12월 15일) - 중국 따리
제3차 회의에서는 2018년 1월에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 앞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란창-메콩 협력(LMC) 5개년 행동계획’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제1차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45개 조기수확 프로젝트와 제2차 외교부장
관회의에서 중국 측이 제안한 13개 이니셔티브 중 대부분이 이미 완료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국 외교부에는 상호 연계성, 생산
능력, 초국경 경제, 수자원, 농업과 빈곤퇴치 등 6개 중점협력 분야의 연합 워
킹그룹이 조직·운영되었으며, 수자원 협력센터, 란창-메콩 환경협력센터, 글
로벌 메콩강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각국은 국별 사무국 및 협력기구 간의 횡
적 연락에 합의하였고, 국별 사무국 및 협력기구와 각 우선 분야 연합 워킹그룹
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이 주도한 LMC 전문 기금의 1차 사업은 신청과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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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중국 측이 승인한 기타 기금도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임을 확인하였
다. ‘란창-메콩 협력(LMC) 5개년 행동계획(2018~2022)’에 대해서도 각국은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제2차 정상회의에서의 심의를 상정하였다. 본 회의에
서는 ‘제2차 협력사업 목록’과 6개 중점협력 분야 연합 워킹그룹 보고를 심의
하였으며, ‘란창-메콩 협력(LMC) 전문 기금 1차 지원사업 목록’ 발표와 ‘란창메콩 협력(LMC) 핫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을 합의하였다.
또한 ‘3+5 협력 프레임’의 심화를 기초로 하여 LMC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 부문 발굴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LMC를 각국의 발전전
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ASEAN 발전계획과 긴밀히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라) 제4차 회의(2018년 12월 17일) - 라오스 루앙프라방
제4차 회의는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 1월 개최 예정인 차
기 정상회의 준비의 성격이 강했다. 본 회의에서는 LMC의 일환으로 ‘란창-메
콩 우정의 강’이 공개되었고, 3차 정상회의의 주제로 ‘파트너 협력 강화 및 공
동 번영 촉진’을 공표하였다. 각국이 공동으로 집필한 「“란창-메콩 협력(LMC)
5년 행동계획”- 2018년도 추진보고」를 통해 추진 실적을 검토하였고, 2018년
도 LMC 전문기금 신청 및 심사 완료에 따른 지원사업 목록을 공개하였다.
나아가 란창-메콩 수자원 협력센터, 환경협력센터와 글로벌 메콩강 연구센
터 운영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1차 란창-메콩 수자원 협력 포럼, 제1차 란창-메
콩 산업능력 협력 포럼과 제2차 LMC 촌장 포럼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재
확인하였다. 또한 고품질의 산업역량 협력 추진에 합의함과 동시에 산업능력의
해, 산업능력과 투자 협력 연맹, 지역 통합 전력시장 등의 이니셔티브를 발굴하
고, ‘란창-메콩 국가 상호 연계성 계획’, 초국경 경제와 산업능력 협력 발전계
획의 집필 계획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실적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란창-메콩 협력이 6개국 국민의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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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청년 자원봉사자, 청년 교류,
수자원 댐 안전, 부녀 권익, 빈곤퇴치 능력 제고 등 민생부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란창-메콩 중점협력 분야 연합 워킹그룹이 추진한 업
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해관, 위생, 청년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 간 더
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란창-메콩 지
역협력을 촉진하는 노선을 강구하여 회원국 사회경제 발전과 협력을 더욱 촉진
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6개국 수자원 협력과 수자원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란
창-메콩 수자원 협력 5개년 행동계획(2018~2022년)’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란창-메콩 협력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개국 ‘국별 사무처(조정기관)’는
협력 활동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사무
처는 제1차 6개국 사무처와 조정기관 연수를 주재하여 국별 사무처 간 네트워
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큰 틀에서는 란창-메콩 협력과 각 회원국 발전전략,
ASEAN 공동체 청사진 2025, ACMECS 전체 계획(2019~2023년), ‘일대일
로’ 이니셔티브의 연계는 물론, ASEAN, 對메콩강 유역개발(GMS), 메콩강위
원회(MRC) 등 지역, 소구역 협력 시스템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란창-메콩 협력 5개년 행동계획
1) 개요
‘란창-메콩 협력 5개년 행동계획(Five-Year Plan of Action on
Lancang-Mekong Cooperation: 2018~2022, 이하 행동계획)’은 2018년
1월 10일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행동계획은 ‘싼야 선언’ 등
의 문건과 각종 회의에서 제기된 란창-메콩 협력(LMC)의 취지, 기본 원칙, 협
력방안 및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ASEAN 2025: 손잡고 전진’, ‘ASEAN 상호
연계성 전체 계획 2025’와 기타 메콩강 소구역 협력시스템 청사진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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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고 있다.
행동계획은 ‘UN헌장’과 국제 법을 존중하고, 회원국별 국내 법률·법규와 규
정·제도에 부합한다. 채택 이후 2018~19년은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분야별
협력계획을 강화하고 중소형 협력사업을 집중 추진하며, 2020~22년은 협력
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심화·확대하는 단계로 계획하였다. 이때, 5대 중점협력 분
야 외 회원국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기존의 협력 모
델을 개선하는 등 점차 큰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행동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개 회원국 국별 사무처 및 협조 기관은 상
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란창-메콩 협력(LMC) 국제 사무처 설립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매년 고위급회의를 통해 행동계획 추진 현황을 외교부
장관회의에 보고하고, 회원국들은 다음 해 연합 프로젝트 목록을 외교부장관회
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향후에는 중점협력 분야 연합 워킹그룹 멤버 구
성을 고위급 혹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중점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
타 영역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주요 협력 분야
LMC의 5개년 행동계획은 세가지 분야와 세부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실
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표 3-4 참고).

표 3-4. 란창-메콩 협력(LMC) 5개년 행동계획의 분야별 특징
협력 분야

세부 분야

내용
• 격년단위 정상회의 개최

고위급 왕래
안보

• 회원국 동의하 임시 정상회의 개최(필요시)
• 양자 간 방문 및 국제협력 플랫폼 통한 협력

정치와
정치적 대화
및 정당 교류

• 외교부 고위급, 분야별 연합 워킹그룹 회의 개최
• 정책대화, 관료 교류, 상호 방문 지원
• 국가 정당 간 대화 및 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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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협력 분야

세부 분야

내용
• 마약거래, 테러, 조직적 월경, 인신매매, 총/무기 밀수, 범죄자
수배/검거 등 협력

비전통적 안보

• 국가 접경지역 관리부문 교류 촉진
• 경찰, 사법 관련 분야 교육 협력
• 재난피해 협력, 인도주의 원조협력
• 에너지, 식량, 수자원 등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
• 란창-메콩 국가의 전면적인 상호 연계 촉진
• LMC 회랑 구축 지원

상호연계성

•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재건 추진
•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을 사회 각 분야에 활용
• 비자, 통관, 운송의 ‘단일 창구’모델 적용
• 인터넷 및 정보통신분야 기술 협력 모색
• 각 산업 분야 전문가 역량강화 초청연수 실시

산업능력

• 기업 및 금융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다자간 산업능력협력발전기금 설립
•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시범사업 진행

경제·무역
경제와

• 투자제도 변경 및 비관세 무역장벽 조정

지속가능
발전

• 협력프레임 및 업무시스템 개선

• 금융 부문 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금융 리스크 예방
금융

• 금융 관리감독 역량강화 협력 및 지원
• 국제은행기구 및 금융기관과 협업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계획 수립

수자원

• 란창-메콩 수자원 협력센터 건립 및 연구, 학술교류
• 수질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 진행
• 농업 과학기술분야 교류 및 협력

농업

• 농산업·바이오 과학기술 지원
• 동식물 전염병 및 기타 재해 방지 시스템 구축
• 빈곤퇴치를 위한 지식 및 경험 공유

빈곤퇴치

• 마을 지도자 및 일반인 역량강화 연수사업 실시
• 정책자문, 기술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실시

제3장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 • 85

표 3-4. 계속
협력 분야

세부 분야

내용
• 란창-메콩 산림 유역 모니터링 및 재해 예방

임업

•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경제와
지속가능

• 소규모 임업기업 지원

환경보호

발전

• 란창-메콩 환경보호 협력센터 설립
• 대중의 환경보호 인식 증대 위한 환경보호 역량 배양 및 홍보 교육
• 해관 및 검역부문 회의 주최

해관 및 검역

• 교역 상품 규격 표준화를 통한 인증부문의 교육 훈련, 협력과 상
호인증 촉진 실시
• 문화정책 정보 공유

문화

• 란창-메콩 문화 협력 닝보선언의 실현 노력
• 문화예술, 문화재 보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 문화산업 개발
및 문화 인적자원 발굴
• 관광도시 협력연맹 결성 추진

관광

• ASEAN 관광 포럼, 란창 강-메콩 강 관광 박람회 등 단계별 청
사진 검토 및 제시
• ASEAN 관광표준인증 추진
• 직업교육 훈련 강화

사회·인문

교육

• 란창-메콩 직업교육훈련센터 건립
• 국가 간 대학 협력 장려
• 전염병 방제 협력

위생

• 초국경 전염병 조기경보 및 방제시스템 구축
• 지역별 의료 지원 추진

매체
민간교류 및
지역협력

• 영화제 및 영상대전 활동 개최 장려
• 매체 활용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LMC 브랜드 구축을 통한 인식 제고
• 청년 교류 및 연수 브랜드화
• LMC 사업에 비정부조직 참여 장려
• 싼야 선언과 같은 중요 문건의 목표와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지

자금지원

원 실시
• 국제 금융기구와 공동 사업 추진

지원체계

싱크탱크
지원

• 정부-산업-대학의 원스톱 협력 모델 발굴
• 지식네트워크 장기적으로 구축
• LMC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가별 사무처 및 기타 부처의 정기

감독 시스템

적 감독 및 평가
• 필요시 민간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3자 감독기능 도입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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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ㆍ안보 협력

① 고위급 왕래 유지
격년단위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란창-메콩 협력의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
한다. 만약 필요할 경우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임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매년
한 차례씩 외교부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협력 추
진사항을 평가하며, 건의사항을 제기한다. 6개국 정상은 양자 간 방문 혹은 기
타 국제적 협력 플랫폼을 통해 상시적으로 접촉한다.

② 정치적 대화와 협력 강화 및 정당 교류
매년 상황에 따라 외교부 고위급회의, 외교부와 분야별 연합 워킹그룹 회의
를 개최하고, 란창-메콩 국가의 정책 대화와 관료 교류, 상호 방문 및 활동을 지
원한다. 또한 란창-메콩 협력 정신에 기초하여 란창-메콩 국가의 정당 간 대화
와 교류를 촉진한다.

③ 비전통적 안보 협력
란창-메콩 국가 법 집행 관련 대화와 협력을 심화하여 공동의 관심분야인 비
전통적 안보 사안에 대응한다. 즉, 마약 거래, 테러리즘, 조직적 월경, 인신매
매, 총과 탄약 밀수, 네트워크 범죄와 기타 초국적 범죄 등의 비전통적 안보 사
안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란창-메콩 협력(LMC) 정신에 기초하여 각국의 국내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6개국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접경 관리부문의 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란창-메콩 국가 경찰, 사법부문과 관련 대학의 협력을 강화한
다. 재해 방제와 예방, 인도주의 원조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수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 나아가 자연재해 이재민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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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협력

① 상호 연계성
‘란창-메콩 국가 상호 연계성 계획’을 수립하고, ‘ASEAN 상호 연계성 전체
계획 2025’와 기타 소구역 계획을 연계시켜 란창-메콩 국가의 전면적인 상호
연계를 촉진하고, 란창-메콩 협력(LMC) 회랑 구축을 검토한다. 또한 철도, 도
로, 수운, 항구, 전력망, 통신망, 항공 등 기반시설 건설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
고, 북두칠성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포함한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을 란창메콩 국가 기반시설 건설, 교통, 물류, 관광, 농업 등의 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비자, 통관, 운송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일 창구’ 방식의 통관모델 적
용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지역의 전력망 계획 수립 및 건설과 개선을 위한 협
력을 강화하고, 란창-메콩 국가의 전력 상호 연계와 전력 교역을 추진하여 지
역의 통일된 전력시장을 형성한다.
란창-메콩 국가 광대역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초 국경 육로 케이블과
국제 해저 케이블 건설과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국적 육로 케이블 협
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현재 지역 인터넷망 이용률을 높이고, 란창
-메콩 국가 간의 인터넷망 상호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디지털TV,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와 기타 관련 상품의 혁신발전을 위한 협
력을 강화하고, 표준과 품질에 대한 상호 인증, 발전경험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② 산업능력
‘란창-메콩 국가 산업능력 연합 성명’에 근거하여 ‘란창-메콩 국가 산업능력
협력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산업능력 업그레이드 역량 강화를 위해 교류와 연
수를 실시한다. 산업능력과 투자 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고려하고, ‘란창-메콩
국가 산업능력 협력 포럼’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란창-메콩 국가 산업능력과

88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투자 협력연맹 구성을 검토한다. 또한 란창-메콩 국가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산
업능력 협력 참여를 촉진하고, 다자가 참여하는 란창-메콩 산업능력 협력발전
기금 설립을 검토한다.

③ 경제ㆍ무역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초국경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협력
프레임, 업무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한다. 란창-메콩 국가의 무역과 투자의 편리
성을 제고하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춘다. 란창강-메콩강 상무 이사회를 구성
한다. 란창-메콩 국가의 중소기업 서비스연맹 구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국제
무역 전시회, 박람회, 투자 유치 리셉션 등 란창-메콩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한다.

④ 금융
‘일대일로 융자 가이드 원칙’에 포함된 각종 지역 협력융자 원칙에 기초하여
란창-메콩 국가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다원적 융자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란창-메콩 국가의 금융 주관부문과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 금융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양호한 금융구조가 실물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함을 강
조하고, 금융 관리감독 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한다. 연구와 경험 교류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자 화폐 호환, 본위 화폐 결산과 금융기구 협력을 촉
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금융협력협회
(AFCA)와 세계은행(WB) 등의 기구와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기관은 상업경영
주체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역 무역 투자를 지원한다. 각종 공급업
체와 채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 란창-메콩 지역 일반 특혜
금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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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자원
수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정책 관련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란창-메콩 수자원 협력 포럼을 개최
한다. 란창-메콩 수자원 협력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종합 협력 플랫폼으로 이용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수리기술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란창강-메콩강 수자원과 기
후변화 영향 등 분야별 합동연구를 추진하고, 지속가능 수자원 개발과 보호기
술 시범사업 등 우선협력 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수자원 관리능력
배양을 강화하고, 해당 영역의 교류와 연수,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
란창-메콩 회원국에 개방된 수질 모니터링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개선하여
그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란창강-메콩강 홍수와 가뭄 재
해 대비를 위한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메콩강 유역의 홍수와 가뭄 방지에 대해
합동 평가를 실시하여 긴급 홍수와 가뭄 재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개
설하기 위한 합동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수자원 협력 5개년 행동계획’의
수립은 공통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⑥ 농업
농업 부문에서는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균형적인 영양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농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과학
기술 연구기관을 지원하여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협
동 실험실, 기술 실험 시범기지와 기술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하고, 란창-메콩
협력(LMC) 농업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 기반을 통해, 농산물 품질과 식품 안전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농산물 무
역 발전을 촉진하여 란창-메콩 국가의 통일된 농산물시장을 구축하고, 지역 농
산물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동식물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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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와 연합 방제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여, 수의·위생분야의 협력까지 강화를
목표로 한다.

⑦ 빈곤퇴치
‘란창-메콩 지속가능 빈곤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빈곤퇴치 경험 교류
와 지식 공유를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빈곤퇴치 능력 배양과 경제학에
부합하는 빈곤퇴치 경험 공유를 강화하고, 란창-메콩 국가 마을 지도자의 교류
와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증대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인력 교류, 정책
자문, 합동연구, 교육훈련과 연수, 정보 교환, 기술 지원 등 다층적이면서도 전
방위적인 능력 배양 활동을 통해 란창-메콩 국가의 빈곤퇴치 역량을 강화한다.

⑧ 임업
삼림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란창-메콩 유역의 삼
림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합법적으로 원자재를 가공하는 임산물 무역
액을 늘리고, 커뮤니티에 기초한 소규모 임업기업의 발전을 활성화한다. 또한
임업 관련 법 집행과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벌채와 무역을 회원국 공동으
로 대처하고, 임업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 메콩 강 유역 삼림 회복과 식수조림
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산림 보호를 위하여, 접경지역 삼림 화재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
을 강화한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협력을 통해 야생 동식물의 불법
적 교역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란창-메콩 국가 임업 관리와 과학기술 연구 역
량 강화를 위해 임업 고등교육과 인적자원 협력 교류를 촉진하고, 주제별 연수,
장학생 사업과 방문학자 사업을 추진한다.

⑨ 환경보호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란창-메콩 환경보호 협력센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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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란창-메콩 6개국 환경보호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란
창-메콩 국가 환경 협력전략’을 수립한다. 테마를 ‘그린(Green) 란창-메콩 계
획’으로 수립 및 실행하며, 대기,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관리 협력을 중점적
으로 추진한다. 또한 대중의 환경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보호 역량 배
양 및 홍보·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⑩ 해관 및 검역
해관 및 검역 부문은, 통관 및 검역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 수립을 검토하
고, 란창-메콩 국가 해관과 검역부문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특히 농산물 등 화
물의 통관 속도를 높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상품 규격의 표준화를 통
해 인증부문의 교육훈련, 협력과 상호 인증을 촉진한다. 이 모든 단계의 전반적
인 발전을 위해 해당 국가에 통계 시스템 원조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데
이터 기반 해관 및 검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 사회ㆍ인문 협력

① 문화
문화정책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문화 융성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며, ‘란창메콩 문화 협력 닝보(寧波)선언’의 실현에 힘쓴다. 그중 문화예술, 문화재 보호,
무형문화유산 보호·전승, 문화산업, 문화 인적자원 발굴 등 분야의 교류와 협
력을 심화하고, 문화기구, 문예 기관과 단체, 문화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
려한다. 란창-메콩 회원국이 설립한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교류활동을 활
성화한다.

② 관광
란창-메콩 관광도시 협력연맹 결성을 검토하여, 관광업 인재 연수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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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SEAN 관광포럼, 메콩강 관광포럼과 중국 국제관광 박람회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란창-메콩 협력 중장기 관광 발전 청사진 마련을 검토하고, 관광 발
전의 하드-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촉진한다. 그리고 ASEAN 관광표준 인증을
독려한다.

③ 교육
중국-ASEAN 교육 교류 주간을 이용해 란창-메콩 국가의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중국에 란창-메콩 직업교육 기지를 건설
하고, 메콩강 유역 국가에 ‘란창-메콩 직업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란창-메
콩 국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협동 연구와 학술 교류를 장려하고 학점 상호 인
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

④ 위생
뎅기열, 말라리아 등 새로이 나타났거나 기존에 존재했던 전염병 방제 협력
을 위해 초국경 전염병 조기경보와 합동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병
원과 의료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와 인력 연수를 촉진하여, 6개
국 농촌 병원과 보건소 건립 방면에 있어 공동 협력한다. 부녀자와 유아 건강
프로젝트 등 단기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중국 측은 메콩강 유역 국가의
수요 및 요청에 따라 의료팀을 파견한다.

⑤ 매체
주요 매체 교류협력을 위해 영화제, 영상대전 등의 활동 개최를 장려한다. 6
개국 외교부가 신규 개설한 란창-메콩 협력 공식 사이트 혹은 외교부 사이트에
란창-메콩 협력 관련 공식 정보를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소셜 미디어를 관련
정보 공지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 플랫폼으로 삼도록 한다. 또한 란창메콩 협력만을 위한 잡지 혹은 신문을 발행하고, 전체 매체 개발을 통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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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구축한다.

⑥ 민간 교류와 지역협력
민간 교류 부문에서는 란창-메콩 협력(LMC) 브랜드를 구축하여 6개국 대중
의 란창-메콩 협력(LMC)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청년 교류를 통
해 란창-메콩 청년 교류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연수, 교류,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브랜드화에 힘쓴다. 지역협력을 위하여, 회원국 지방정부
가 란창-메콩 협력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비정부조직의 란창-메콩 협력(LMC)사업 참여 또한 장려한다. 예를 들
어, 국별 적십자회 교류를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종합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역
량을 강화한다.

라) 지원체계

① 자금 지원
중국이 설립한 란창-메콩 협력(LMC) 전문기금은 란창-메콩 협력(LMC) 정
상회의와 외교부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싼야선언’ 등 중요한 문건의 목
표와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국의 자금 투입
확대 장려와 더불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 아시아개발
은행(ADB) 등 금융기구의 지원을 적극 유치한다. 사회 자본을 유입시켜 입체
적이고 전 방위적인 금융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씽크탱크 지원
정부-산업-대학의 원스톱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메콩강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란창-메콩 협력(LMC) 투 트랙 팀(Two-track team)과 지식네트워
크를 점차 형성한다.

94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③ 감독시스템
란창-메콩 협력(LMC) 국별 사무처 혹은 협조기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
도록 하고,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며 재원 조달을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
는 역할을 한다. 해당 국가 관련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고 지도하며, 중
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한다. 또한 민간 전문기관의
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3자 감독기능을 도입한다.

마. 양자협력 현황
2016년 3월 란창-메콩 협력(LMC)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3+5
협력 프레임’에 기초하여 중국과 메콩강 유역 회원국 간에 다양한 형태의 양자
협력이 이루어졌다. 즉, 정치·안보,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사회·인문 등 3대
중점협력 분야와, 상호 연계성, 산업능력, 초국경 경제, 수자원, 농업과 빈곤퇴
치 등 5대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한 양자협력이 진행되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추진된 양자협력은 총 103건이고, 이를 ‘3+5 협력 프레임’에
따라 분류하면, 정치·안보 협력은 11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한다. 5대 우
선협력 분야가 포함된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협력은 58건으로 56.3%를 차지
하며, 사회·인문 협력은 33.0%를 차지한다.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협력을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상호 연계성 협력은
20건으로 34.5%를 차지하고, 산업능력 협력은 10건으로 17.2%, 초국경 경제
(경제무역, 금융 포함) 협력은 13건으로 22.4%, 수자원 협력은 8건으로
13.8%, 그리고 농업과 빈곤퇴치 협력은 5건으로 8.6%를 차지한다(그림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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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경제와 지속가능발전 협력 세부 분야 추진실적(2015~18년)
(단위: 건)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gylmhz/(검색일: 2019. 9.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회·인문 협력은 관광, 문화, 교육, 위생, 매체로 구분되며 [그림 3-5]에 의
하면, 관광 협력이 13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교육, 위생, 매체
는 각각 10건, 7건, 3건, 1건 순이다. 관광 협력은 회원국 관광의 해를 지정하
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문화 협력은 영화 상
영, 공연, 유학생문화 행사 등 특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나머지 회원
국 간의 교류사업이다. 교육 협력의 경우, 청소년 대표단 방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연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생 협력은 병원 설립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림 3-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과 기타 회원국별 양자협력 추진실적
을 살펴보면, 캄보디아와의 협력사업 건수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얀마 25건, 라오스 24건, 태국 13건, 베트남 10건 순으로 태국과 베트남과
의 협력사업 건수가 다른 회원국들의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6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그림 3-5. 사회ㆍ인문 협력 세부 분야 추진실적(2015~18년)
(단위: 건)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gylmhz/(검색일: 2019. 9.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 중국과 기타 회원국 간 양자협력 추진실적(2015~18년)
(단위: 건)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gylmhz/(검색일: 2019. 9.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5] 회원국의 중점 분야별 양자협력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31건의 협력사업 중 22건이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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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와 라오스는 분야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특정 분야에 크게 편중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인문·사회 분야, 베트남은 경제와 지속가
능 발전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 회원국의 중점 분야별 양자협력 추진실적
(단위: 건, (%))

구 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정치ㆍ안보

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사회ㆍ인문

합계

1

22

8

31

(3.2)

(71.0)

(25.8)

(100)

4

12

9

25

(16.0)

(48.0)

(36.0)

(100)

4

11

9

24

(16.7)

(45.8)

(37.5)

(100)

1

7

5

13

(7.7)

(53.8)

(38.5)

(100)

1

6

3

10

(10.0)

(60.0)

(30.0)

(100)

자료: Lancang-Mekong Cooperation, http://www.lmcchina.org/gylmhz/(검색일: 2019. 9.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미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가. 미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전략
미국은 2009년 미국과 메콩유역 국가 외교장관회의 이후 메콩 지역의 환경,
보건, 교육과 인프라 개발 분야 등 초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메콩강 하
류 이니셔티브(LMI: Lower Mekong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LMI 발족 초
기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4개 국가만이 참여하였으나, 2012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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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미얀마의 가입으로 현재는 미국이 주축이 되어 총 6개 국가 간 메콩 협력체
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LMI 장관회의에서는
참여 국가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홍보,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 기구
(LMI Coordination Hub)를 방콕에 설립하여 LMI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
였다.
LMI는 메콩유역 국가들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편, 메콩강 유역은 수자원과 에너지 등 환경적인 요소뿐 아니라 지리적 요충
지36)로서, 미국의 메콩 지역 투자와 협력 관계 유지는 역내 중국의 영향력이 증
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37)
미국은 메콩 지역 협력을 위한 LMI 마스터플랜(2016~2020)을 수립하였으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지역 간 대
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역내 전문가 교류 등 인적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역내 유관 기관들과 미국 간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적 연계성 강화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메콩강 하류 유역
국가 및 국제 공여 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역내 주요 문제로 인식되는 물-에너
지-식량 넥서스 구축과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미국은 메콩유역 국가와의 중점협력 분야(Pillar)로 환경 및 수자원
(Environment and Water), 보건(Health), 농업 및 식량 안보(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교육(Education), 연계성 강화(Connectivity)와 에너
지 안보(Energy Security)를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 활
동과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중점협력 분야는 분야별 공
동 의장국으로 미국 외 역내 국가를 1개국씩 포함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
을 도모하고 있다. 중점협력 분야별 추진 방향은 [표 3-6]과 같다.

36) Cook(2008), p. 296.
37) Misalucha(2011),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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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국의 對메콩 6대 중점협력 분야 및 분야별 추진 방향
협력 분야

중점 추진 방향

(Pillar)

• 재난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물 관련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
환경 및
수자원

• 수자원 안보(Water Security):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
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자원(식수 및 농수) 및 에너지 효율 증대
• 자연자원 보존 및 관리: 생태계(ecosystem)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
• 공동 의장국: 베트남, 미국
• 전염병 예방
• 위약(counterfeit) 및 미인증 약물 사용 예방 및 관리

보건

• 국제 보건규정 이행 지원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공동 의장국: 캄보디아, 미국
• 농촌 지도 서비스 확대, 제도적 역량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
• 식량 생산, 접근성, 품질 및 영양 개선

농업 및
식량안보

• 가구단위 식량안보 확보 및 영양 개선
• 농지 및 농수로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개발
• 식량안보 문제 개선을 위한 역내 농산물 거래 활성화
• 농산업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
• 공동 의장국: 미얀마, 미국
• 영어 사용 능력 배양
• 지역별 교육기관을 통해 기술 교육과 전문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역내 전문가 교류 기회 확대

교육

• 커리큘럼 개발, 교육학, 역량 강화 등 교육자 및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사
연수(teacher training) 프로그램 확대
• 교육 개혁 관련 역내 협력 장려
• 공동 의장국: 태국, 미국
• 메콩유역 국가들의 ASEAN 무역 일원화·원스톱(Single Window) 시스템 참여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항공, 에너지 포트 및 도로 관리와 같은 인프라

연계성
강화
(Connect
Mekong)38)

개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기술 지원 제공
• 교육 및 훈련에 ICT를 활용하여 과학지식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혁신적인 파트
너십을 촉진함으로써 인적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설계
• Mekong

Technology

Innovation

Generation

and

Entrepreneurship

Resources(TIGERS)를 활용하여 미국과 메콩 국가의 민간 부문 간 혁신적인 비
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파트너십 전략 마련
• 공동 의장국: 라오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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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협력 분야

중점 추진 방향

(Pillar)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접근성 확대를 통해 역내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향상에 기여
• 역내 에너지 거래 활성화
에너지

• 메콩강 하류 지역 내 전력 상호 연결(power interconnection)
• 에너지 효율, 보존 및 대체 에너지 개발
•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
• 에너지 연구 및 개발
• 공동 의장국: 태국, 미국

자료: LMI 홈페이지, https://www.lowermekong.org(검색일: 2019. 8. 28)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국은 여섯 개의 중점협력 분야 중에서도 환경, 보건, 교육 및 인프라 개발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역내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 ‘Forecast
Mekong’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
술적 도구(Modeling tool)를 활용하여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 수자원 등 메콩강 유역의 생태계 보전과 인근 지역
사람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
이 있는 에너지 분야 협력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접근성 제고’와 ‘지역
내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풀브라이트 장
학금(Fullbright Program) 외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0명 이상 학
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메콩 국가 농촌지역의 인터넷 보급
률을 확대하고 초등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을 중점협력 분야로 포함
하였다. 그밖에도 미국은 메콩 지역 내 200만 명 이상의 HIV/AIDS 감염 예방
과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HIV/AIDS 감염률을 50% 감소시키
는 데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같은 기타 전염병의 연구
38) 미국은 LMI와 ASEAN 국가들 간의 공식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서 ‘Connect Mekong’
을 활용하여 물리적, 제도적,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ASEAN 국가 내 개발격차 완
화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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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방책 마련 등 보건 분야의 협업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밖에도 ‘친환경 스마트 인프라(SIM: Smart Infrastructure for the
Environment)’, ‘SERVIR 메콩: 위성사진 및 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역내 기관
역량 강화’, ‘여성 창업센터 운영(WEC: Women’s Entrepreneurial Center)’
과 질병 조기 진단 등 인간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One Health Program’
등 프로그램 위주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다수 프로그램
의 특징은 분야 전문가 파견과 학자 교류 등을 통한 기술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는 점으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인프라 건설이나 물질적인 지원과
는 상반된다.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 지부(RDMA)가 미국의 메
콩 지역 협력 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나, 분야별 프로그램은 관련 민간단체에서
맡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역내 국가와의 직접 협력뿐 아니라 우호 국가 및 공여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Friends of the Lower Mekong(FLM)’
을 구축하였다. FLM에 속하는 국가 및 주요 기관은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일
본, 뉴질랜드, 유럽(EU)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등
이다. FLM은 큰 틀에서 메콩유역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논의하는 외
교장관급 회의와 원조 프로그램 및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여 기관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8월 방콕에서 개최된 미-메콩 장관급회담에서 미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10년간 LMI의 성과를 발표하고(표 3-7 참고), 미국
의 인도-태평양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메콩 지역 개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하였다. 대다수의 지원계획이 FLM에 속한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는 점과 메콩강 주변의 에너지 및 환경, 인권 보호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태국의 ACMECS를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며
ACMECS의 추진전략과 방향을 지지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메콩
지역의 전기 그리드(electricity grid) 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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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U.S. Mekong Power Partnership)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미국
은 2,9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 의회와 협력하여 메콩강 유역
의 초국가적 범죄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로 1,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이니셔티브는 법적 제도 지원과 더불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야
생동물 밀매업자의 재정 흐름 중단 등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에서의 범죄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기존의 기타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인프라 개발,
에너지, 디지털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일례로, LMI는 메
콩강 유역의 수위 관리를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설치하고 공공 효과를 측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FLM의 호주, 프랑스,
일본, 세계은행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라오스 내 55개 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에너지 및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액화 석유가스 개발 및 수력,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
로,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계획도 시사하였는데, 메콩강 유역
의 가뭄과 홍수 패턴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위성사진을 활용하는 신
규 협업 프로젝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3-7. 미국 LMI 메콩 지역 협력의 주요 성과(2009~19년)
주요 성과 내용
(지원 금액: 약 35억 달러/2009~19년)
• 역내 약 34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였으며, 2만 7,000명의 위생이 개선되었음
• STEM 커리큘럼을 통해 1,000명의 교사(약 8만명의 간접 수혜 학생) 훈련 실시
• 1,200명의 메콩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도 관련 연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훈련 실시
(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으로 제3국에서 훈련교육 시행 – South-South Cooperation)
• 3,800명의 공무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제공
• 3개 창업센터를 통한 여성 경영인 지원
• 태평양 연간 재난대처 훈련을 통한 역내 국가의 재난상황 대비 대처능력 역량 강화
자료: 미국 아세안 대표부(US Misstion to ASEAN) 홈페이지, https://asean.usmission.gov/strengthening-the-u-s
-mekong-partnership/(검색일: 2019. 10. 18)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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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주요 협력 사례
미국의 대외원조사업은 부통령 관할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은 메콩 지역 국
가에 국가 사무소를 파견하여 각 국별 원조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사무소를 태국 방콕에 설립하여 아시아지역 협력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
다. 한편 LMI는 USAID와는 독립적인 메콩 지역 협력체로 큰 틀에서 범분야 이
슈를 ‘Nexus Pillar’39)와 ‘Human Development and Connectivity
Pillar’40)로 구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USAID와는 몇 가지
협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USAID-LMI COMET’이라는 교
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LMI와 메콩 지역을 포괄하는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
며, 메콩 지역 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스
마트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Smart Infrastructure for the Mekong)과 최신
위성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난에 빠른 대처를 도모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미시시피강위원회는 MRC와 양국의 강 유역 수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예측 및 이에 따른 대처법 등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연구 협력
을 진행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 메콩 지역 교육훈련 연계사업(USAID-LMI COMET)
메콩 지역 교육훈련 연계사업(COMET: Connecting the Mekong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은 고등교육, 직업훈련기관들과 산업체 간 네트
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여 동남아시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교육개발센터(EDC: Education

39) 넥서스 부문은 환경, 수자원, 에너지, 식량 관련 분야를 포괄한다. USAID 홈페이지(2019), Fact Sheet:
Mekong Safeguards(검색일: 2019. 10. 22).
40) 인간 개발 및 연계성 부문은 STEM 교육 프로그램과 보건, 여성역량 강화, 경제협력 등을 다룬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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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enter)라고 하는 민간 비영리 센터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파트너 기관으로는 텍사스 A&M 주립대와 Cisco, Intel, 아마존 등 산업
체들이 있다. USAID는 2018년 기준 590여 명의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4만 4,000명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밝혔다(표 3-8 참고).
[그림 3-7]은 ‘MekongSkills2Work Network’라 칭하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조와 메콩 국가 내 협업기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USAID-LMI 사
업이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산업수요 기반 학
습 솔루션을 개발하고, 교육과 비즈니스, 정부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사 양성을 위한
‘MekongSkills2Work’ 인증 강좌를 개설하여 현장교육, 워크숍을 시행하고
온라인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메콩 지역 국가 내 대학 및 기술훈련
학교들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8. USAID-LMI COMET 사업 개요(2014~19년)
사업 목적

• 산업체 및 기관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
• 교사 양성 자료 및 교수법 교재 개발

사업 수행 범위

• 협업 대학 및 훈련기관 내 강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 역내 국가 산학연 연계 제도 구축
• 2014년

10월

이래

1,150회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및

Mekong

Skills2Work 웹사이트를 통한 교수법 등 관련 자료 게시
• 2018년 기준 590여 명의 강사 양성 및 4만 4,000명 학생에게 프로그램 제공
• 범 분야적 “혁신 기술(innovation challenges)” 접근법41)을 도입하여 청년들
사업 성과

의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역량 강화
• Cisco 및 Intel 사(社)의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제 innovation
challenges 대회 참가 및 수상 기염
• 메콩 학습센터(Mekong Learning Center) 본부와 역내 지부를 통해 교육기
관 내 강사를 대상으로 ToT(Train-on-Trainers) 지도자 리더십 훈련을 실시
하여 캠퍼스 내 확산에 기여

사업 수행 협력
기관

Cisco, Intel, Amazon Web Services

자료: USAID 홈페이지(2018b), Fact Sheet: USAID-LMI COMET(검색일: 2019. 10. 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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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MekongSkills2Work Network 구조 및 메콩 국가 내 협업기관

자료: USAID 홈페이지(2018b), Fact Sheet: USAID-LMI COMET(검색일: 2019. 10. 22) 자료 발췌(pp. 1-2).

2) 메콩 스마트 인프라(Smart Infrastructure for the Mekong)
미국은 메콩 지역 국가들 간 지역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전기, 물 공급과 안정
적인 재원 마련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메콩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건설과 토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평가 가이드라
인(USAID Mekong Safeguards)’42) 사업을 3개년(2019~2021)에 걸쳐 수행
할 예정이다.
우선, 메콩 스마트 인프라(Smart Infrastructure for the Mekong, 이하
SIM)사업은 정부 간 프로그램이나 LMI 국가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동 사업은 USAID 아시아 지부(RDMA)가 총괄

41) ‘innovative challenges‘는 지역 혹은 글로벌 커뮤니티 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법을 스
스로 강구하도록 하는 훈련 접근법임.
42) 메콩유역 내 대규모 전력 생산과 수력발전 댐 건설,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비해 대응
방안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USAID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
한 세이프가드 사업을 최근 시행하였다. Global Economic Institute, The Stimson Center, Verm
ont Law School과 협업하에 The Asia Foundation이 맡아 수행한다. USAID홈페이지(2019), “Fa
ct Sheet: Mekong Safeguar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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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각국의 미 대사관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LMI 파트너 국
가로부터 수요 신청서를 수신하여 검토 후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절차를 따른다. SIM 사업의 지원 범위와 사업 수행 파트너, 수행 결과는 [표
3-9]와 같다.

표 3-9. USAID-LMI SIM 사업 개요(2009년~현재)
• 수력 발전 시 환경 세이프가드 강화
•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촉진
사업 목적

• 메콩 강 유역 생태계 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
• 학계 및 정책 입안자 역량 강화
• 환경정책 개발에 기여
• 도로, 댐 건설 및 토지 사용 등 도시 건설 활동 시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 완화를
위한 기술(engineering) 지원
• △ 수문학적 모니터링, △ 기후변화 취약성 모델링, △ 지형 공간 토지 사용 분석,

사업 수행
범위

△ 청정에너지 사용 계획 및 △ 기타 기술 평가에 대한 기술 지원
• 환경·사회적 영향평가 및 대중 청문회 개최 등과 관련한 관계자(의사 결정권자 포
함) 역량 강화
• 스마트 인프라, 청정 에너지, 수자원 활용 의사결정에 대한 재무 설계 및 경제 파
급효과 시나리오별 재무 분석
• LMI 국가 내 70건의 기술 지원(64명 내무부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파견 및 4

사업 성과
(2019년
기준)

년간 1,500명 공무원 훈련 시행)
• 베트남 Mekong Delta Study를 통한 수력 발전 효과 분석
• 캄보디아 환경 법률 개편을 위한 법률, 정책 전문가 파견 지원
• 라오스 광물·에너지 부처 내 댐 안전 관리 수칙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및 검토
• 메콩유역 내 어종 이동 경로 모니터링 기술 및 어종 생태학 연구 지원
•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내무부(U.S. Department of the

사업 수행
협력 기관

Interior),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 에너지 부처(U.S.
Department of Energy),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산림국(U.S. Forest Service), 지질 조사국(Geological Survey), 국토
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등

자료: USAID 홈페이지(2018a), DOI-ITAP Factsheet: SIM(검색일: 2019. 10. 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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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콩 마을 위성자료 구축 프로그램(Connecting Space to Village
in the Lower Mekong Region, 이하 SERVIR)
SERVIR는 USAID와 미 항공우주국(NASA)의 협업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으로 아시아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 여러 국가에서 수행 중이다.
주요 활동은 위성사진을 축적하여 위성 정보를 지도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화한 후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적
재적소에 필요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SERVIR-Mekong은 2009년 시작되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
국, 베트남에 걸친 위성 정보를 주요 의사 결정 단계 시 참고하여 기후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표 3-10 참고). SERVIR-Mekong은 지역
정부와 민간 부문, 역내 대학 등과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
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최신 정보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지형 공간적 정보
가 필요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강 유역의 환경 개선과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회복력 증대에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MRC는 위
성자료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여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홍수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표 3-10. SERVIR-Mekong 사업 개요(2009년~현재)
• 정부 관계자 및 주요 시민사회 그룹 등 메콩강 유역 주요 의사결정 단계 시 최
신 지리공간 정보를 활용한 기후 재난 대처능력 강화
사업 목적

• 사용자 맞춤형 지리공간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역내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및
모델의 품질 개선
• SERVIR-Mekong 허브를 통한 지역공간 정보 및 분석 결과의 대중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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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 민간 부문과 기술협력: Google Earth Engine(GEE)은 40년간 축적된 무료 위
성 자료를 제공하며, Esri는 산업 표준 GIS 소프트웨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함
• 기술 지원 요청 대응 메커니즘 구축: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메콩강 유역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웹사이트 내 기술 지원(데이터 요청, 분석 틀 등) 신청
사업 수행
범위

이 가능하며, SERVIR-Mekong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중 처리함
• 교육기관(대학 등)과 협업: 역내 주요 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참여
를 장려하고, 관련 강좌와 커리큘럼 개발에서 나아가 공동 연구의 기회를 제공함
• 성 인지 관점(Gender): SERVIR-Mekong은 개발사업 기획 시 젠더와 환경, 개
발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젠더와 GIS 가이드 문서’를 공개하는 등 주요
하게 인식함
• 역내 주요 대학들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미얀마 Mandalay Technological
University,

태국

Naresuan

University,

Thailand,

라오스

National

University of Laos,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베트남
사업 성과

Vietnam National University-University of Science)
• 사용자 수요 기반 Surface Water Mapping Tool, Land Cover Monitoring
System, Drought and Crop Yield Information System 개발
• 무료 웹사이트 내 위성 자료 게시(공개 접근 가능)

사업 수행
협력 기관

• 미 항공우주국(NASA), 아시아 재난대응센터(Asian Disaster Preparedness
Center, ADPC), Spatial Informatics Group,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Deltares 등

자료: SERVIR-Mekong 웹사이트, https://servir.adpc.net(검색일: 2019. 10. 2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메콩-미시시피강 위원회(Mekong-Mississippi River Commission,
이하 M2RC)43)
미국은 LMI를 통한 USAID 지원사업 외에도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는 기관 간 협력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의 미시시피강위원회는 MRC
와 2010년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양 기관 간 학자 교류 등 연구협력과 수
자원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 홍수 및 가뭄 예측을 통한 수자원 관
리 등에 관한 기술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미시시피강위원회와 MRC는 여러
국가를 가로지르는 미시시피강과 메콩강 유역 내 가뭄,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따
른 수자원 관리와 수력발전 개발, 주민들의 삶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상호 유
43) Mekong River Commission 홈페이지, http://www.mrcmekong.org(검색일: 2019. 10. 22).

제3장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 • 109

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2010년 MOU 체결에 따라 연례 상호
방문을 통해 주요 이슈와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댐 건설
지구 등 현장 방문과 양 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지식 공유 협의회
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2019년 8월) MRC는 미국 뉴올리언즈를 방문하여 허
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유역 관리 현장을 살피고, 홍수와 강 범람 문제를 겪고
있는 라오스와 태국 유역 주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MRC의 미국 방
문에는 한국의 수자원공사와 대만의 수자원국 관계자가 옵서버로 참석하여 주
요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4. 비교 및 시사점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으로 메콩 지역과 협력해왔다. 본 장에서는
역외국가인 일본과 미국 및 중국이 메콩 지역과 어떠한 방식과 전략으로 협력
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크게 협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 금액, 수자원
개발, 빈곤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중심사회, 기후변화, 경제
회랑, 생산역량과 SME 비즈니스,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기타 등으로 구분하
여 역외국가의 협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진의 판단에 의하여 각 국가의 협력
수준을 우위/열위/보통, 신규/지속적 협력, 정체/가속화 등으로 표시하였다
(표 3-11 참고).
일본은 2009년부터 이전의 장관급 회담을 격상시켜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였다.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
에서 기후변화 대응, 메콩 수자원 협력,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ASEAN과의 협력에서
ERIA라는 연구소(Think tank)를 통해 ASEAN의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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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으며, 연장선상에서 메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 점은 큰 구도하
에서 일본의 지원이 아시아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부문, 사람중심의 협력, 기
후변화, 생산역량 강화 및 SME 비즈니스 연계 등 각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역외 국가에 비하여 강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절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인
하여 USAID 지원을 통한 LMI가 만들어졌으며, 6대 중점협력 분야(환경, 보
건, 식량안보, 교육, 에너지, 연계성)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ASEAN 연계
성을 위하여 ‘Connect mekong’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6대 중점분야 간 연
계성을 고려하며, 인프라, 수력, 무역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태국과 싱가포르를 활용한 영어 교육과 농촌지역 지원 등 ICT를 통한 교
육과 훈련사업(COMET)과 비즈니스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견
제하기 위하여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차 란창-메콩 정상회담(LMC)을 시발점으로 ‘3(축)+5(중
점협력 분야)+X(추가협력 분야)’ 협력 틀에서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
으로 메콩 지역 발전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
크로드기금, ADB의 자금을 활용함과 동시에 LMC 특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메콩 지역에 대한 무상 지원을 크게 증가시켰다. 일례로 란창-메콩 수자원포럼
협력센터를 활용하여 수자원 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식량안보와 안전한 농산물
을 통한 비즈니스를 확대시키며, ASEAN 연계성 지원을 위하여 인프라, 교통,
물류, 관광, 전력, 농업 등 산업 활성화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 ‘일대일
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측면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
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메콩
국가의 정책 연구소와 협업하여 글로벌 메콩연구센터를 출범시키고 이들 간 정
례화를 통해 씽크탱크(Think Tank)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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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LMC 협력의제 발굴을 주도할 것으로 판
단된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수자원, 연계성, 빈곤감소와 농림업 협력, SME 비즈니
스, 경제회랑, 기후변화, SDGs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메콩 정상 간 협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LMI를 전략
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6대 중점협력 분야(환경, 보건, 식량안보, 교육, 에너
지, 연계성)를 중심으로 협력 틀을 갖추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의 견
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메콩 정상회담 추진과 이후 연구소를 통한
정상회담의 의제를 발굴하고 민간협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각 분야에서 빠른
속도와 자금 지원으로 MI, MRC 등 지역 협력체를 통한 지원과 함께, 개별 국
가와 통화스왑까지 구축함으로써 메콩과 초기 협력 단계이지만 이러한 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역외 국가의 對메콩 협력 특징 비교
주요
부문

일본
• 2009 제1차 일-메콩 정상

협력
관계

회담(도쿄선언), 연례화
• 신도쿄전략 2015: 일-메
콩 연계성 이니셔티브

협력
부문

중국
• 2016 제1차 LMC 정상회
담(싼야 선언), 격년 회담
• 3+5+X 협력
• 제2차 LMC 정상회담, 5개
년 실행계획(2018~2022)

미국
• 2009년 LMI 외교장관회담
• LMI 우호국가 형성(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EU,
ADB, WB)

• 3대 방향(① 연계성 ② 사 • 3대(정치안보, 경제 지속가능 • 6대 중점협력 분야(환경,
개발, 사회·문화·사람 교류)
람중심 사회 ③ 녹색메콩
보건, 식량안보, 교육, 에
• 5대(연계성, 생산역량, 국경
실현)
너지, 연계성)
간 경제협력, 수자원, 농업
• 2018년 일-메콩 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과 빈곤감소)
• 추가협력(디지털경제, 환경
보호, 보건, 관세, 유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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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주요

일본

부문

중국

미국

• 2009 도쿄선언 이후 3년 • LMC 특별기금 설립

• 35억 달러 지원(2009~2019)
• AIIB, Silk Road Fund, • 최근 전략적 접근 강화
• 도쿄전략 2012 이후 3년
ADB 등 활용
간 5,000억 엔 지원

지원/
간 6,000억 엔 지원
• 2016 민간씽크탱크 설립
협력체 • 신도쿄전략 2015 이후 3
(GCMS)
년 간 7,500억 엔
→ 우위

• 민간협력병행(Track Ⅱ)
→ 신규진입(협력가속화)

→ 중국과 경쟁

• MRC와 LMI 간 협력으로 • LMC 협력 의제, 수자원 5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개년 계획
확대 지원
수자원 중심 협력
• 란창-메콩 수자원협력센터 • 미국의 경험 활용

수자원

활용
→ 지속적 협력

빈곤
감소와

→ 지속적 협력

→ 우위

• 메콩 국가 농식품 품질 제 • 식량안보·안전한 농산물로 • 농업 및 식량 안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미얀마 빈곤감소와 농림업
고로 일본 기업과 가치사
• LMC 농업정보네트워크,

슬 추진

마을이장 포럼

농림업

• 농산업 협력단지 조성과 민

협력

협업 강화
• USAID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 단위 지원

간참여
→ 우위

→ 우위(가속화)

→ 지속적 추진

• 물리적·소프트·산업 연계성 • 기차, 고속도로, 수로, 항구,
• 6대 협력방안 포함 ‘Connect
전력망, 정보네트워크, 항로,
• 메콩산업개발비전2.0과 조
Mekong’ 플랫폼 구축 활용
국제위성시스템( Bei dou
기실행조치
• 무역시스템 일원화(Single
System) 협력
• ASEAN 스마트시티네트워
Window)에 적극 참여
•
인프라, 교통, 물류, 관광,
크(ASCN) 지원 약속
• ICT, 교육, 과학기술 연계
농업 연계
연계성 • RCEP 적극 협의
로 민간부문 비즈니스화
• 비자, 관세, 수송, 단일교
추진
역창구 논의
• 지역통합전력망, 광케이블,
디지털TV, 스마트폰
→ 우위

→ 신규진입(협력 가속화)

→ 신규진입(협력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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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주요

일본

부문

• 다양성과 포용적 사회 강
조, 사람 간 연계성
• 2019년 메콩-일본 교류의
해 지정
• 인적자원 개발, 헬스 케어
사람중
심사회

(건강보험, 아시아건강웰빙

중국
• LMC 네번째 의제
• 2018년 2천 명 단기교육,
100명 4년제 대학생 장학
금 지원
• 대학과 공동훈련프로그램

미국
•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매
년 500명 이상 지원
• 영어 관련 교육 및 교사연
수 프로그램 중점
•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 및
초등학교 지원

추진

이니셔티브 AHWIN), 교

• 의료보건협력 시스템 강화

육, 법률협력 강조

• 금융당국 간 협력

• 태국과 싱가포르 전략적
활용

• ASEAN 관광 포럼연계
• 단기의료성형컨설팅
• TV, 영화축제, 방송협력
→ 우위
• 2019년 태국과 ‘녹색메콩
포럼’ 추진
• 재난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기후

대응 공동신용메커니즘(JCM)

변화

추진

→ 가속화
• 지속가능한 수자원 연계
기후변화 연구
• LMC 환경협력센터 설립
• 녹색 LMC 계획 수립과

• 고품질 인프라, 전력 확보,
민간참여 독려

재난 대비 역량 강화 지원
• 메콩스마트인프라(SIM) 틀
에서 기후변화 대응 홍수
• 미시시피강위원회와 협력
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

후변화 협력

• 동서·남북 경제회랑 지원

• 자연자원 보존과 관리 등

예측 연구

지속

• MRC와 LMI 협력으로 기

→ 우위

→가속화

협력
→ 신규진입

→ 우위

• 일대일로 촉진 기제로 LMC • 스마트인프라(SIM)를 통한
활용
인프라, 수력, 무역 연계
• 특별경제구역 활용 국경무 • ADB를 통한 지원

• 관세행정 현대화, FTA 활
경제
회랑
연계

역 가속화 추진
용률 제고, ICT 연계, 디지털 •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계
경제(E-Commerce), 우편
서비스 현대화

• 가치사슬 연계, SMEs, 혁
신적 스타트업 기업, 특별
경제구역 개발 협력
→ 우위

→ 신규진입(협력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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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표 3-11. 계속
주요

일본

부문
역내
다른
협력체
와 연계

• 다양한 협력체와 연계
(ACMECS, NEDA, TICA,

미국

• 다양한 협력체와 협업(ADB, • LMI를 통하여 메콩 우호국
AIIB, AFCA, WB 등)

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

ADB, NERI, ASEAN-Japan
Center, GMS, LMI 등)
→ 지속적 협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지

기타

중국

지, 2002년 남중국해 행동
선언 지지

→ 신규진입

→ 지속적 협력

•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양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간 통화스왑 체결 추진

연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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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메콩 다자 간 협력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 개별 국가의 협력
현황
3. 시사점

1. 한-메콩 다자 간 협력 현황
가. 한-메콩 다자 간 협력의 진전
한국은 2010년 한-ASEAN 정상회담에서 2015년 예정된 ASEAN의 공동체
출범을 지원하고자 역내 개발이 더딘 메콩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한-메콩 외교
장관 회담을 제안하였고, 이후 2011년 제1차 외교장관 회담을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강선언’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6가지 분야(인프
라, ICT, 인적자원 개발,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자 협의하였다. 2012년 제2차 외교장관 회담으로 메콩 역내 교통
연구소 설립 지원사업과 MI와의 인적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협의함과
동시에 한-메콩 협력기금을 신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3년 제3차 회담에서
는 협력기금의 운영세칙 등을 확정하고, 2014년 제4차 회담에서는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이 채택되어 3대 목표(ASEAN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
한 성장, 인간중심개발)와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민간 참
여를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제5차 회담에서는 한-메콩 협력기금을 MI
에서 총괄하여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제6차 회담에서는 ASEAN 공
동체 출범과 SDGs를 강조하였고, 2017년 제7차 회담에서는 ‘제2차 한-메콩
행동계획(2017~2020)’을 채택하면서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 ICT를 통한
교통, 수자원관리, 기후변화, 문화 등 활용성 제고, 메콩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과 산림 협력, 수자원, 식량, 물 분야 협력, 농업부문 협력, 한국의 산업화 경험
공유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8년 제8차 회담
에서는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 번영, 평화와 4대 연계성 분야(교통, 에너
지, 수자원, ICT) 협력으로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정상회담으
로의 격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한-메콩 다자간 협력기금이 출범하였고, 2015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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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의 기금으로 메콩강 유역 마약단속 역량강화사업, 녹색물류 역량강화
사업 등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정상회담으로 기금
이 증액될 예정이다.

나. 한-메콩 다자 간 협력의 한계
2011년 한-메콩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메콩 간 다자협력을 위한 협의
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2019년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4-1 참고). 현재 한-ASEAN 간 다자협력은
ASEAN과의 협력을 위하여 ASEAN 대사를 파견하고, 한-ASEAN 협력기금과
한-ASEAN센터 및 ASEAN문화원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ASEAN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메콩 협력도 이러한 다자협력 메커니
즘에 적합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다자협력 메커니즘 중 MI를 통한 프로젝트형
ODA 사업만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4-1. 양자협력에서 한-메콩 간 다자협력 도식화

자료: 김태윤 외(2012), p. 181을 활용하여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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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메콩 지역 개별 국가의 협력 현황
가. 한-베트남 협력 현황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국으
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발(제조, 판매 등)의 전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대표사례로 베트
남이 부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현황을 경제협력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역 현황
베트남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제3대 수출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는 5위에
올랐으며(표 4-1 참고), 정부는 2018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44) 이는 한국의 對베트남 수
출규모가 2000년대 약 17억 달러(수출 금액 기준)에 불과했던 데 비해 최근
48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반증한다.

표 4-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대상국

금액

대상국

금액

중국

162,125

중국

106,489

2

미국

72,720

미국

58,868

3

베트남

48,622

일본

54,604

4

홍콩

45,996

사우디아라비아

26,336

5

일본

30,529

베트남

19,643

1

44) 청와대(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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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대상국

금액

대상국

금액

6

인도(인디아)

15,606

호주

20,719

7

대만

20,784

독일

20,854

8

싱가포르

11,782

대만

16,738

9

멕시코

11,458

러시아

17,504

10

말레이시아

8,994

카타르

16,294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0. 1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에서 보듯이 양국의 교역규모는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
년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무
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한편 한국-베트남 FTA 발효(2015.12.20) 이후
수출액과 더불어 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트
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및 기회 창출과 더불어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증가로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 통계국
(GSO)45)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8년 기준 국가 GDP 2,4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는 2,587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200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120달러를 기록하여 중저소득국가
(Lower-Middle- Income Country)46)에 진입하는 등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
어가고 있다.

45) 베트남 통계국(GSO)(2019), DB(검색일: 2019. 10. 16).
46)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저소득국($1,045 미만), 중저소득국($1,045~$4,125),
중고소득국($4,125~$12,736), 고소득국($12,736 이상)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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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추이(2007~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0. 1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8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그림 4-3]을 통해 알 수 있
듯, OLED(MTI 코드: 836120)가 약 64억 달러로 1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프
로세스와 콘트롤러(MTI 코드: 831120)가 53억 달러,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MTI 코드: 831110)와 LCD(MTI 코드: 836110),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MTI 코드: 812890)을 각각 35억 달러, 25억 달러 수출하였다.
그림 4-3. 한국의 對베트남 상위 10대 수출품목(2018년, MTI 6단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0. 1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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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베트남으로부터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MTI 코드: 812890)을
약 35억 달러 수입하였으며, 이는 2순위인 의류상품에 해당하는 코트 및 자켓
(MTI 코드: 441201)의 수입금액(11억 달러)과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그
외에도 기타무선전화기(MTI 코드: 812190) 10억 달러, LCD(MTI 코드:
836110) 6억 달러, OLED(MTI 코드: 836120) 5억 달러와 그 밖의 의류제품
인 신발과 남성 바지(MTI 코드: 521290, 441207)를 수입하였다.

그림 4-4. 한국의 對베트남 상위 10대 수입품목(2018년, MTI 6단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0. 1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요 수출입 품목을 가공단계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한-베트남의 교역 동
향을 베트남의 경제성장 발전 정도와 맞물려 해석할 수 있다. Gaulier,
Lemoine, and Ünal-Kesenci(2005)와 Kien, Lee, and Heo(2010)는 국가
의 교역 통계를 가공단계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1차 산품과 중간재, 최종재의 교역 비중을 분석하였다.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 123

[그림 4-5]를 보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품목은 중간재47)의 비중이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전자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 4-2]의 2018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상위 수출 품목 내 OLED와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
신기기부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중간재의 수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정근주(2011, p. 53)는 중국의 예를
들며 전자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후 재수출하는 구조로 변화하며 베트남이 중
국을 잇는 전자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임금을 활용한 봉제, 섬유 등 1차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한 단계 발전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1차 산품과 소비재의 수출은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미미하며 2010년 들어 자본재의 수출이 점차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4-5. 한국의 對베트남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0. 1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7) 중간재는 생산·가공을 위한 소재와 부품으로 구분되며, 최종재는 각종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와 완제
품 단계의 소비재로 나뉜다. 정근주(2011), p. 53.

124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그림 4-6]의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 구조는 [그림 4-5]의 수출 구조와 큰 차
이를 보인다. 2011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자본재를 제외한 1차 산품과 중
간재, 소비재의 수입 비중이 다소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베트남 공장에
서 생산한 의류 제품이나 가공 공장에서 조립하여 역수출하는 소비재의 수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중간재는 201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
이며 2016년에는 소비재를 앞질러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4-4]의 수입품목 중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재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1차 산품의 경우 2013년 이후 감소하여 최근까지 약 10억 달러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6. 한국의 對베트남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0. 1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투자 현황
베트남 투자계획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
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로, 약 625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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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액의 18.3%를 차지하며 일본(570억 달러, 16.7%)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7 참고). 對베트남 투자 상위 5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미국은 네덜란드
와 유사한 규모(약 93억 달러)로 투자하였으나 상위 10대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베트남 FDI의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으로 전체 투자액의 46.7%에
해당하는 166억이 집중되었으며, 부동산업, 도소매업이 각각 약 66억(18.6%)
과 37억(10.3%) 순으로 기록되었다.

그림 4-7.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상위 10대 국가(2018년)
(단위: 건(좌), 백만 달러(우))

자료: 베트남 투자계획부, http://www.mpi.gov.vn/en/Pages/tinbai.aspx?idTin=41941(검색일: 2019. 10. 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8] 2000년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투
자금액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 급격히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2015년과 2017년에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투자금액의 규모로 보
았을 때, 2000년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시장으로 베트남의 선호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베트남 투자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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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8년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한국의 효성기
업은 베트남 내 폴리프로필렌(PP) 제조공장과 액화 석유가스(LPG) 저장시설
프로젝트에 1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
생산 거점을 둔 LG는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제조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림 4-8.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2000~18년)
(단위: 신규법인 수(개), 투자금액(백만 달러), 신고건수(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19. 10. 10) 자료를 활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9]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대기
업으로 2010~18년 누적 투자금액 대비 약 61%가 대기업에 의해 유치되었으
며, 중소기업 투자 비중은 약 35%, 개인 투자자와 개인 기업이 약 3.5%, 기타
비영리 단체 등에 의한 투자금액은 전체 대비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발표한 자료48)에 의하면, 베트남과 수교를 시작한 1992년 이래 약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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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최근 4~5년에 걸쳐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신생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두산 중공업, 포스코 등)은 2014년 이후 베
트남 현지 투자를 통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는 對베트남 수출입 품목과 밀접한 연
관이 있으며, 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의 부품과 완제품 수출입 품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도 대형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서 구매
력 향상을 고려한 베트남 현지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림 4-9.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자 분류(201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19. 10. 10) 자료를 활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0] 분야별 투자 현황을 수치로 살펴보면,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분
야는 제조업으로 지난 20년 전체 투자금액의 62%가 제조업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광업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과 금융 및 보험업
이 각각 7%와 5%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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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분야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2000~18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19. 10. 10) 자료를 활용
하여 저자 작성.

기간별 투자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투자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류 관련 산업
은 1995년부터 꾸준히 상위 투자업종에 속해 있으나, 2010년 이후 전반적으
로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전자·통신 관련 업종에 대
한 투자가 집중되며 핵심 전략업종으로 부상하였다.

표 4-2.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업종 변화 추이(1995~2018년)
(단위: 백만 달러)

1995~2002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003~2010
투자
금액

2011~2018
투자

업종

금액

업종

투자
금액

전자부품, 컴퓨터,
157

1차 금속 제조업

451

영상, 음향 및

2,512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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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단위: 백만 달러)

1995~2002
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03~2010
투자
금액
118
76
73
68
24
18
16

식료품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2011~2018
투자
금액
400
292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투자
금액
910
708

279

전기 장비 제조업

64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11

1차 금속 제조업

631

(의복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0
167
140
130
10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82
427
426
414
38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19. 10. 1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인적교류 현황
2019년 8월 누계액 기준, 메콩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의 국
내 입국 인원수는 약 81만 명에 이른다. 데이터가 부재한 라오스를 제외한 각
국가들의 국내 입국 목적을 [그림 4-11]에서 살펴보면, 관광의 목적으로 입국
한 사람들의 비중이 약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상용, 유학/연수, 기타
등의 이유로 입국하였다고 집계되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국적의 외래객이
약 37만 명으로 약 36만 명이 방문한 태국인에 비해 다소 앞선 수치를 나타내
는데, 베트남의 경우 방문객 수가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하였으나 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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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방문객 수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여 베트남인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의 수는 3만
711명으로 전체 베트남 방문객 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한-베트남 인
적교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 정부는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 비자 규정을 완화하는 새로운 비자 발급정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49)
반면 베트남 관광국50)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베트남 방문객
수는 345만 6,406명(전년대비 42.2%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은 한국인
의 관광 목적 입국 시 15일 체류에 한해 무비자 조항이 적용된다.

그림 4-11. 메콩 국가 외래객의 국내 입국 목적별 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관광통계, https://kto.visitkorea.or.kr(검색일: 2019. 10.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내 통계 수치(p.
89)를 살펴보면 국내 학위 과정(일반대학, 전문대학 총합)에 등록한 외국인 유
학생 수는 5만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여전히 중국인(67%)
49) 베트남의 주요 대도시에 주소를 등록한 거주자에 한해 복수비자(5년)를 발급하여 국내 최대 체류 가능
일수를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체류 기한 만료 후 재입국 시 30일에 한해 연장 체류(1회)가 가능함.
50) 베트남 관광국 DB(검색일: 2019. 10. 19).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 131

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에 이어 베트남 출신 유학생
의 비중이 약 1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유학생의 수
가 2010년 대비 약 12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8년 기준 일반대학 비학위 과정에 등록된 베트남 연수생 수는 1만 5,095
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하여 중국의 연수생 수(1만 6,444명, 전년대비
30% 감소)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대학 비학위 과정에 등록한 베트남 연수생
수는 4,000명을 넘어서 전체 대비 68%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인의 국내 체류자 수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
년 기준 약 19만 6,000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4-12 참
고). 이 중 유학생 비중은 약 23%로 2015년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5월 한국과 베트남 간 교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 정부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D-4 비자를
통한 대학부설어학원의 단기 연수생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고등교육 부문
의 한-베트남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2. 국내 체류 베트남 국가 유학생 추이(2010~18년)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2019), https://kosis.kr(검색일: 2019. 10.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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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본격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이하 EPS)는 1993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에서 시작되었다.51) 베트남은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
결한 여섯 개 국가 중 하나52)로 2004년 첫 해 704명이 입국한 이후 2018년까
지 총 10만 9,462명이 E-9 비자로 국내에서 근무하였다(표 4-3 참고). 그러나
2012년 이후 베트남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법체류 증가, 불
법 취업알선 업체 등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12
년 신규 도입을 중단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후 2016년 5월 베트남 고용허가제
가 재개됨에 따라 베트남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허용되었으나, 불법체류를 방
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거주자를 제한하는 등 MOU의 부속서류로 불법체류 감
소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베트남
고용허가제 모집 분야는 주로 제조, 건설, 어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청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과 손기술 테스트 및 역량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53)

표 4-3. 베트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현황(2006~18년)
(단위: 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베트남

계

5,710 11,752 20,075 13,199 8,970 12,570 7,309 2,738 5,495 4,906 7,100 5,864 3,774 109.462
(19.7) (33.8) (26.2) (21.1) (23.3) (25.6) (13.6) (4.7) (10.7) (9.6) (11.9) (11.5) (7)

(16.3)

합계 28,973 34,788 76,505 62,693 38,481 49,130 53,638 58,511 51,556 51,019 59,822 50,837 53,855 669,808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2019), https://kosis.kr(검색일: 2019. 10.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1) 곽성일, 김제국(2017), p. 9.
52) 2004년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로 여덟 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여섯 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
다. 고용허가제 시행 첫 해, 베트남을 포함하여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외국인
근로자 3,167명이 입국하였다. 국가통계포털(2019)(검색일: 2019. 10. 19).
53) ｢올해 고용허가제(EPS)로 한국행 베트남 근로자 3,900명 선발｣(2019. 4. 20).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 133

4) 개발협력 현황
베트남은 한국의 중점협력국이자 OECD 통계에 의하면 2017년까지 총 지
출액 기준 16.4억 달러의 양허성 자금(유·무상 통합 ODA)을 지원받은 최대 수
원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누적금액 기준 베트남의 제2 공여국으로, 일본에 이
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호주, 미국 등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나(표 4-4 참고) 베트남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저소득국가 수준에서 벗어
남에 따라 영국은 ODA 지원을 중단54)하였고,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4. 對베트남 주요 공여국(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본

1,045.11 2,287.81 777.25 2,563.93 1,928.08 2,432.80 1,231.24 1,606.10 2,511.82 848.96

한국

241.27 307.16 292.62 205.65 273.73 264.63 231.78 426.19 189.80 195.46

독일

113.20

82.01

프랑스

98.87

270.67 324.28 237.19 134.03 188.66 231.76

86.33

173.38

38.01

호주

66.25

144.25 230.02 137.26 144.50 147.17 125.80 103.88

54.18

39.09

미국

85.56

103.49 105.99 107.02 105.36 105.20

121.95 131.01

258.28 504.01 150.89 322.97 405.04 137.26 350.19 285.43

80.40

92.33

자료: OECD Stat(검색일: 2019. 10.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3]에 의하면 한국의 對베트남 ODA 지원액은 메콩 국가 전체 약정
액 대비 평균 58% 수준으로 2007년 대비 비교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메콩 국가 전체 ODA 약정 금액이 늘어나며 비중 또한 2007년 75%에서
2017년 40%로 감소하였다.

54) ICAI(2016), pp.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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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메콩 국가 대비 對베트남 ODA 약정액 추이(2007~17년)
(단위: 백만 달러, 비중(%))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10.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은 2016년 향후 對베트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행정, 교육, 수자
원/보건위생, 교통을 4개의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베트남의 국가발전을
지원하고 있다(표 4-5 참고).

표 4-5. 한국의 베트남 지원계획 기본 방향
(단위: 천만 루피, %)

Vision 2020
SEDS 2011~2020
사회경제 개발전략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 (1인당 GDP $3,650~36,750 달성)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공정경쟁체제/행정개혁)
② 고급인력 양성(교육제도 혁신)
③ 인프라 확충(수송, 도시 인프라)

경제-사회 모델 개혁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경제 개발계획
SEDP
(2016~2020)

1) 시장경제 발전: 거시경제 안정,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수출 촉진 등
2) 경제구조조정: 공기업 및 은행체계 개혁, 산업화, 현대화 촉진 등
3) 인프라, 자원 개발: 지역특화 발전, 도시화, 과학기술 활용 등
4) 사회, 환경 개발: 일자리, 소득정책 개선, 환경 지속성 강화 등
5) 거버넌스 개선: 부정부패 감소, 안보, 주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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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단위: 천만 루피, %)

∙ 베트남 정부의 중기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지원
한국의 지원목표

∙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산업국가 진입 지원
∙ 보건위생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 개선
∙ 교통인프라 및 정책·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 경제-사회-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역량
공공행정
분야

강화 지원
∙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 시스템 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역량 강화 지원

중점
분야
별
지원
방향

교육 분야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각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 기관 설립
∙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 및 질병 관리역량 강화
∙ 농촌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 보건위생 증진 지원
∙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원
∙ 교통 분야(도로 및 철도) 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교통 분야

∙ 철도(메트로 포함) 분야 협력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 주요 교통망 건설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p. 12) 발췌.

[그림 4-14]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對베트남 ODA 지원 분야는 비교적 다
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점협력 분야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운송 및 창
고)에 꾸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 교통 분야 DEEP 사업’,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그밖에도 물 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로
식수공급 및 위생, 보건사업에 지원하였으며, 교육과 농업 분야 지원사업을 꾸
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는 공적개발원조 중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
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무소가 파견되어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경기도 등 기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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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서도 직접 ODA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더불어
베트남이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호 발전을
위한 부처별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현지 고용정보시스템과 근로자 산업안전 등을 고려한 개발협력사업을
기획 추진하여 현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술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4-14. 한국의 對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 현황(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약정액 기준.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10.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한-태국 협력 현황
한국과 태국의 양국 관계는 1391년 그리고 1393년 두 차례의 고려·조선 교
역 사절단 파견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6.25 한국전쟁 태국 육군 파견
55) ODA Korea(2018), ｢2019년 부처별 베트남 지원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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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수교 60주년
을 맞이하였다. 올해 11월 한-ASEAN정상회담 및 한-메콩정상회담이 부산에
서 개최됨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 등 제반 분야의 협력 증대가 예상된다.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각국의 경제협력정책(교역·투자·인적교
류) 그리고 개발협력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발
전이 빠른 ASEAN 내 태국의 경제적 위치와 메콩 지역의 역내 문제해결 주도
역할을 반영하여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1) 교역 현황
한-ASEAN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되었으나, 태국은 2010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를,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 관세 면제하기로 하였다.
2011년 교역규모가 138.7억 달러로 이전에 비하여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경기부진과 수입감소 영향으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2018년 기
준 한국이 교역하는 국가 중 태국은 16위로 교역액 156억 3,000만 달러이다. 이
는 ASEAN 10개 국가 중 베트남(3위, 682억 6,000만 달러), 인도네시아(11위,
214억 9,000만 달러), 싱가포르(12위, 200억 2,000만 달러), 말레이시아(13위,
198억 2,000만 달러), 필리핀(15위, 165억 5,000만 달러)에 이어 6위이다(표
4-6 참고). 또한 메콩 지역 5개국과 비교하였을 때, 베트남(3위, 682억 6,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 교역파트너이다.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리적 이점과
메콩 지역에서의 경제·정치 주도 국가의 위치에 비하여 크지 않은 규모이다.
태국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국이 호주(8위, 166억 4,000만 달러)와 홍콩(9
위, 153억 9,000만 달러)에 이어 10번째로 큰 교역국가이며 2018년 교역액
137.4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현재 한국과의 주교역 제품은 반도체, 컴퓨터부
품, 임산 부산물, 전자기기, 유선통신기기 위주이지만, 중산층 확대와 한류(드
라마, K-Pop) 확산으로 화장품, 소형가전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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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ODA를 기반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하여 태국 진출 확대
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태국의 對중국 교역액은 798억 8,000만 달러 對
일본 교역액은 601억 3,000만 달러로 1~2위 규모이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
태국과의 교역, 국내기업 진출 그리고 투자가 줄어든 사이에, 태국은 ‘작은 일
본’으로 불릴 정도로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하였으며, 중국 또한 일대일로(一對
一路) 자금으로 태국 시장 진출56)에 힘을 쏟고 있다. 태국은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되어 있고, ASEAN경제공동체가 2015년 12월 31일 발표되어 ASEAN 및
인도차이나 반도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한 국가이기에, 한국도 이
에 대응하여 교역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표 4-6. 한국과 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 교역액(2018년)
(단위: 백억 달러)

순위

한국

태국

교역국

교역액

교역국

교역액

1

중국

268,637

중국

79,889

2

미국

132,146

일본

60,131

3

일본

85,179

미국

43,160

4

베트남

68,260

말레이시아

24,982

5

홍콩

47,997

베트남

18,580

6

호주

37,531

인도네시아

18,041

7

사우디아라비아

30,325

싱가포르

17,034

8

독일

30,283

호주

16,644

9

러시아

30,225

홍콩

15,394

10

인도

24,822

한국

13,746

11

인도네시아

21,495

UAE

13,539

12

싱가포르

20,028

대만

12,555

13

말레이시아

19,828

인도

12,383

14

멕시코

19,188

독일

11,899

15

필리핀

16,557

필리핀

11,284

16

태국

15,631

스위스

9,398

17

쿠웨이트

14,088

사우디아라비아

8,923

18

UAE

14,043

캄보디아

8,360

주: 교역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검색일: 2019. 10. 1)을 기준으로 저자 직접 작성.
56) 김규연(201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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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로 원자재, 기계류 그리고 연료 등을 수출하며, 최근 중간재 수입
그리고 가공 수출을 위한 부품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의 對태국 수
출품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9월 기준 중간재의 비중이 공통적으로 높다
(표 4-7 참고). 상위 20대 수출품목 중 중간재가 14개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철강(철 및 비합금 강냉연강판, 스테인레스 강열연강판, 철 및 비합금 강
열연강판, 용융아연도강판, 착생아연도강판), 자동차부품, 반도체(메모리반도
체), 기타 부품(프로세스와 콘트롤러, ABS 수지), 석유화학제품(기타 정밀화학
원료, 플라스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태국 자국 철강업체의 다양성 부족, 낮
은 품질 그리고 판재류를 생산하는 종합일관제철소의 부재 상황을 보여준다. 태
국은 ASEAN 전체 철강 소비량의 15%를 차지하지만,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
에 의존한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상위 수출품목이 산업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한국의 對태국 상위 20대 수출품목(2018~19년 9월)
(단위: 백만 달러, %)

2018년

MTI 코드

품목명
총계

8,504

1

613310

철 및 비합금 강냉연강판

303

2

613220

스테인레스 강열연강판

3

133600

4

742000

5

613210

6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3.9

5,897

-2.7

18.4

265

13.2

303

40.1

169

-29.5

윤활유

218

19.9

140

-18.5

자동차부품

154

-1.1

121

5.0

철 및 비합금 강열연강판

165

25.9

108

-9.6

831120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193

-33.9

102

-31.8

7

831110

메모리반도체

151

16.6

94

-22.3

8

041100

참치

122

-13.2

92

9.1

9

227320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139

5.5

90

-18.4

10

613430

착색아연도강판

121

-9.0

90

-5.0

11

613230

합금 강열연강판

48

-25.7

89

126.1

12

228900

기타 정밀화학원료

120

28.8

87

-2.2

13

741200

화물자동차

86

12.7

83

36.1

14

111200

은

90

25.2

76

9.0

15

613410

용융아연도강판

110

-18.4

7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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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18년

MTI 코드

품목명

16

219000

기타 석유화학제품

199

17

214090

기타 합성수지

18

234000

복합비료

19

214006

20

310900

2019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9.6

72

-55.9

102

-8.6

72

-8.3

94

5.3

70

-10.1

ABS 수지

124

-3.4

70

-24.8

기타 플라스틱제품

96

6.2

69

-5.4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9. 10.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對태국 생산단계별 수출을 2006년, 2010년, 2014년 그리고 2018
년으로 나누어서 확인하여도 중간재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2006년
중간재 수출액은 33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생산단계별 수출에 80.0% 비중이
다(표 4-8 참고). 이는 2014년 59억 달러(77.7%), 2018년 63억 6,000만 달
러(74.9%)로, 전체 생산단계별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4-7]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중간재인 철강, 석유화학, 메모리, 자동차 및 기타 전자기기 부
품의 수출품목의 높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국 국내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가 85~95%를 차지한다. 소비재는 최근 2018년 6억 3,000
만 달러(7.5%) 규모를 달성하여 지난 10년에 비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나, 여전
히 낮은 수준이다.

표 4-8. 한국의 對태국 생산단계별 수출액(2006, 2010, 2014, 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구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차산품

9.7

0.2

24.2

0.4

62

0.8

140

1.6

소비재

131

3.1

317

4.9

407

5.4

638

7.5

자본재

705

16.6

1,030

15.9

1,213

16.0

854

10.0

중간재

3,397

80.0

5,082

78.7

5,903

77.7

6,369

74.9

기타

2.8

0.1

7.1

0.1

14

0.2

504

5.9

총계

4,246

100.0

6,460

100.0

7,599

100.0

8,50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9. 10.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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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태국 상위 수입품목을 확인하면, 과거보다 주요 품목 비중이 감소
하여 수입품목이 다양해졌으며 산업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이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對태국 상위 20대 수입품목을 확인하면, 원당(1억 8,000
만 달러), 천연고무(1억 7,000만 달러) 그리고 닭고기(1억 1,000만 달러)를 제
외한 모든 품목(51억 1,000만 달러)은 산업생산에 바로 활용되는 소재이다(표
4-9 참고). 전년대비 뚜렷한 증감률을 보인 품목은 원당(1억 8,000만 달러,
709.6% 증가), 승용차용 타이어(5,700만 달러, 134.8% 증가), 윤활유(1억
3,000만 달러, 83.2% 증가), 기타 석유화학제품(1억 6,000만 달러, 55.2% 증
가), 알루미늄스크랩(1억 6,500만 달러, 40% 증가), 인쇄회로(5,300만 달러,
-29.1%)이다.

표 4-9. 한국의 對태국 상위 20대 수입품목(2018, 2019년 9월)
(단위: 백만 달러, %)

MTI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9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5,582

7.3

4,057

-4.0

1

831190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209

-5.9

187

19.6

2

015810

원당

184

709.6

167

0.6

3

813220

HDD

193

-13.7

131

-11.6

4

033200

천연고무

174

-24.6

124

-6.1

5

022210

닭고기

113

26.8

112

45.0

6

219000

기타 석유화학제품

166

55.2

107

-13.6

7

133600

윤활유

131

83.2

106

14.9

8

742000

자동차부품

140

30.8

97

-1.8

9

621120

알루미늄스크랩

165

40.0

94

-26.0

10

031600

파티클보드

182

-1.0

92

-35.7

11

831120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108

0.0

82

-2.0

12

320310

승용차용 타이어

57

134.8

81

160.6

13

824120

세탁기

115

27.3

77

-9.6

14

713120

공기조절기부품

18

36.0

76

426.8

15

824200

에어컨

113

-8.7

6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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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18년

2019년 9월

MTI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6

811390

기타 유선전송장치

58

-18.9

59

27.5

17

515130

사무용품

74

-9.6

58

3.2

18

618400

고철

104

6.4

56

-34.7

19

834300

인쇄회로

53

-29.1

47

24.8

20

320320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49

24.3

42

10.7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9. 10.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對태국 수입액 총액으로 확인하면, 2006년도 33억 2,000만 달러에
서 2010년 41억 6,000만 달러 그리고 2018년 55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
였다(표 4-10 참고). 이를 생산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하면 수입액의 절반이 중
간재로 이루어져있다. 2006년 중간재의 비중은 16억 달러 규모로서 전체 단계
중 48.1%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 28억 3,000만 달러(53.1%) 그리고 2018
년 28억 6,000만 달러 (51.3%)로 절반 이상이다. 이는 한국의 對태국 생산단
계별 수출액의 중간재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1차 산
품의 비중은 2006년 6억 8,000만 달러로 약 20%를 차지하였지만, 2014년 7
억 2,000만 달러로 13.6%, 그리고 2018년 6억 1,000만 달러로 11.1%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소비재의 증가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6년 4억 3,000만 달러
로 전체 생산단계에서 12.9%를 차지하였지만, 2014년 11억 3,000만 달러로
21.2% 그리고 2018년 비슷한 비중으로 11억 5,000만 달러에 20.7%까지 증
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기에 소비재 그리고 국내 생산 활동에 투입
되는 자본재, 소비재와 중간재의 수입액과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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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한국의 對태국 생산단계별 수입액(2006~18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구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차산품

684

20.6

942

22.6

728

13.6

618

11.1

소비재

430

12.9

591

14.2

1,133

21.2

1,155

20.7

자본재

611

18.4

682

16.4

645

12.1

856

15.3

중간재

1,602

48.1

1,953

46.9

2,838

53.1

2,861

51.3

기타

0.065

0.0

0.098

0.0

125

0.0

92

1.6

총계

3,328

100.0

4,169

100.0

5,345

100.0

5,58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9. 10.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투자 현황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액을 살펴보면, 2011년도 5억 8,4000만 달러로 태
국과 1958년 수교 이래 최대 투자액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직접
투자액은 다시 이전과 비슷하게 감소하였으며 2014년 1억 8,200만 달러 투자
이후, 1억~1억 1,000만 달러 수준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그림 4-15 참고). 이
는 對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인도네시아(2억 5,000만 달러), 말레이시
아(2억 600만 달러), 영국(2억 달러)에 이은 규모이다(그림 4-15 참고). 일본
의 태국 직접투자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2016년과 2017년 누적 투자액
5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중국
으로서 2016~17년 누계 총 투자액 19억 5,000만 달러(신고 182건), 세 번째
는 네덜란드 14억 3,900만 달러(신고 69건), 그 다음은 싱가포르 12억 9,000
만 달러(신고 185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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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한국의 對태국 연도별 직접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DB(검색일 2019. 10.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시장 진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전략적 투자유치 지역인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57)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430억
달러가 투자되어 동서경제회랑(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 연결)과 남북경제
회랑(태국·라오스·중국 연결)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과 연결이 가능한 최
고의 경제적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10대 집중 산업을 육성하고, 중진국
탈피를 위한 ‘Thailand 4.0’ 혁신주도개발전략58)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산업·스마트시티·스마트피플 달성)에 한국이 먼저 다가가서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對태국 투자 분야는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 2019년 기준
누계 총 투자금액 26억 6,000만 달러 중 제조업에만 16억 4,800만 달러가 투
자되었으며, 이는 61.7%를 차지한다.
57) 한국수출입은행(2018),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7, p. 5 참고.
58) Royal Thai Embassy 정부 사이트, https://thaiembdc.org/2018/10/22/national –strategy-t
hailand-4-0-officially-launched/(검색일: 2019. 10. 5) 내용 참고하여 작성.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 145

그림 4-16. 국가별 對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6, 2017년)
(단위: 건, 백만 달러)

자료: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DB(검색일 2019. 10.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조업을 이은 업종은 건설업(2억 2,900만 달러, 신고 224건), 정보통신업
(2억 500만 달러, 신고 195건), 도매 및 소매업(1억 9,900만 달러, 신고 224
건), 금융 및 보험업(8,400만 달러, 신고 28건) 순이다(표 4-11 참고). 현재 혁
신주도개발전략 ‘Thailand 4.0’과 연계된 12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NESDP)에 맞추어 한국도 신남방정책과 융합 정보통신기술(ICT)로 태국 투
자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한국의 강점 업종인 ‘정보통신업’, ‘농업·임업 및 어
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협력
확대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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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의 對태국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2019년 기준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대분류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총계

1,121

2,668

3,311

3,419

광업

8

55

40

275

제조업

533

1,648

1,791

1,992

운수 및 창고업

36

25

111

2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54

29

104

36

숙박 및 음식점업

43

32

86

46

건설업

78

229

224

250

도매 및 소매업

196

199

479

2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

48

99

51

부동산업

20

39

40

70

정보통신업

59

205

195

217

농업, 임업 및 어업

7

5

14

8

금융 및 보험업

9

84

28

1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

12

44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

2

14

3

교육서비스업

5

2

11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

4

6

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

13

19

4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22

10

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4

0

기타

4

2

11

3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검색일 2019. 10.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태국의 對한국 업종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연도별 투자금액 차이가 많이 난
다.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 투자가 되었다. 2015년 화공업에 약 200
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약 22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4-12 참고). 눈이 띄는 것은, 제조업의 모든 업종이 2019년에 투자가 확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식품업 41만 달러, 비금속 광물제품업 2,000만 달러,
전기/전자업 172만 달러, 운송용 기계업 182만 달러). 또한 서비스업에서도
2018년 및 2019년 태국의 對한국 투자가 증가하였다. 도/소매(유통)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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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으며 특히 2015년 5,047억 달러, 2019년
6,184억 달러로 큰 폭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태국의 對한국 업종별 투자액(2014~19년 9월)
(단위: 천 달러)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제조업

1,211

100

839

2,283

2,203

27,268

식품

0

0

123

98

100

417

화공

211

0

0

0

2,015

2,226

비금속 광물제품

0

0

0

0

0

20,000

금속/금속가공제품

0

100

0

365

0

465

기계장비/의료정밀

0

0

616

0

0

616

전기/전자

1,000

0

100

0

88

1,724

운송용 기계

0

0

0

1,820

0

1,820

서비스업

772

51,746

3,636

5,055

9,176

77,703

도/소매(유통)

571

50,472

2,354

2,223

2,343

61,841

숙박/음식점

107

88

1,092

1,478

1,084

5,138

운수/창고

0

0

0

0

0

560

정보통신

0

0

0

240

4,000

4,840

금융/보험

0

0

0

0

304

304

부동산

0

910

0

0

96

1,006

사업지원/임대

0

276

100

563

190

1,70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94

0

0

451

1,067

1,712

여가/스포츠/오락

0

0

0

0

0

319

공공/기타 서비스

0

0

90

100

91

281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0

0

0

0

0

116

전기/가스

0

0

0

0

0

100

수도/하수/환경정화

0

0

0

0

0

1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B(검색일: 2019. 10.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인적교류 현황
2017년 8월 6일 한국-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
계로 격상하고 국민 중심의 쌍방향 문화·인력 교류를 추구하기로 합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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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ASEAN, 한-메콩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더욱 활발한 인적교류를 예상한다. 현재 국내 체류하는 태국인 수는 19만
7,764명으로 집계된다(그림 4-17 참고). 큰 폭으로 체류인 수가 상승한 해는
2013~14년 약 5만 5,000명에서 약 9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17
년 약 1만 명에서 약 1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7~18년 약 4만
명이 증가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최근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에 힘입어 많은 ASEAN 국가 학생들이 한
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표 4-13]에서 국내 ASEAN 국가, 메콩 국가, 그
리고 태국 유학생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유학은 일반 학사, 석사, 박사, 교환
학생, 그리고 석사 및 박사 후 과제등록 연구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연수
는 대학부설어학원 소속 인원을 뜻한다. 2013년 태국 유학생 수는 432명이며,
2015년 493명, 2017년 571명, 그리고 2018년 623명으로 증가하였다(표
4-13 참고). 이는 유학생과 일반연수생을 합한 수치이다.

그림 4-17. 연도별 국내 체류 태국인 수(2014~18년)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검색일: 2019. 10.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5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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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국내 ASEAN, 메콩 및 태국 외국인 유학생(2013~18년)
(단위: 명)

연도
구분

2013
유학

일반
연수

2014
유학

일반
연수

2015
유학

일반
연수

2016
유학

일반
연수

2017
유학

일반
연수

2018
유학

일반
연수

아세안 5,661 1,850 6,297 3,000 7,283 4,893 8,972 11,462 10,856 22,027 16,464 34,244
메콩국가 3,545 1,372 3,912 2,470 4,564 4,315 5,943 10,867 7,793 21,472 13,342 33,727
태국

316

116

321

101

351

142

451

144

390

181

456

167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검색일 2019. 10.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리고 메콩 5개 국가의 비중으로 확인해도 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
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1]의 베트남 유학생 수치와 비교하면
2018년 일반대학 비학위 과정 등록 베트남 연수생은 1만 5,095명으로 2017
년 보다 2배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태국 유학생의 수는 적은 편이다.
한편 1981년 12월 9일에 발효된 비자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인은 영리
목적이 아닌 방문, 관광 또는 행사 참여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면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60)가 가능하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산업종사자 및 파견 근무 수를 늘이기 위해 국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
로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16개국에 고용허가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약 4,100명, 2016년 약 6,200명 그리고 2018년 약 6,200명의 태국
인에게 고용허가제 근로자 E-4 비자를 발급하였다.이는 ASEAN 국가 E-4 비
자 취득자 대비 2014년 15%, 2016년 19.3%, 2018년 22.2%로 높은 수준이
다 또한 메콩 5개국과 비교해도 2014년 18.9%, 2016년 22.7%, 2018년
26.8%로 증가 추세이다. 또한 16개국 합계 비중에서도 2014년 8.0%, 2016
년 10.4% 그리고 2018년 1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 태국 경제 및 무역 동향, p.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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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국가별 국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E-4 비자(2014~18년)
(단위: 명(%))

국가별

2014

2015

2016

2017

2018

16개국 합계

51,556

51,019

59,822

50,837

53,855

26,741

26,907

32,141

28,974

27,875

ASEAN
메콩 국가

(51.9)

(52.7)

(53.7)

(57.0)

(51.8)

21,752

22,317

27,321

24,675

23,109

(42.2)

(43.7)

(45.7)

(48.5)

(42.9)

4,119

5,122

6,212

5,776

6,195

(8.0)

(10.0)

(10.4)

(11.4)

(11.5)

ASEAN 국가 대비 태국(%)

15.4

19.0

19.3

19.9

22.2

메콩 국가 대비 태국(%)

18.9

23.0

22.7

23.4

26.8

태국

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체결 국가(16개국) :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티모르, 라오스.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검색일 2019. 10.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8년 한-태 수교 60주년 기념 ‘안녕 타일랜드, 싸왓디 코리아’ 한국문화
종합 홍보행사가 방콕에서 개최61)되었으며, 2019년 ‘K-Pop 커버댄스 페스티
벌 개최’ 등 태국의 중심 방콕에서 한국문화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린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가운데, 태국은 2018년 약 48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
문하였다(그림 4-18 참고). ASEAN62)에서 2018년 총 182만 8,126명이 한국
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였는데, 이 중 약 30%가 태국 관광객이었다. 2017년
약 8만 6,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010년 20만 5,000명,
2012년 약 32만 명, 2016년 약 40만 명, 그리고 2018년 48만 명이 넘는 태국
인이 국내에서 관광을 하였다.

61)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10.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10).
62) 라오스와 브루나이는 한국관광공사 통계 내 ‘기타 아시아’로 분류되어, 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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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ASEAN, 메콩 및 태국인 국내 관광 목적 방문객 수(2007~18년)
(단위: 명)

주: 라오스와 브루나이는 기타 아시아로 분류되어, 본 데이터에서 누락됨.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검색일: 2019. 10.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개발협력 현황
2004년 10월 태국 정부는 해외원조를 수령 및 관리하는 외교부 기술경제협
력국(DTEC: Department of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을
태국 국제협력청(TICA: Thail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으
로 개편하였다. 개편 이후, 국제개발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주요 원칙으로 ‘남남
협력’과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내세우며 국제사회 원조지원에 첫
발을 내딛었다.
원조사업의 시발점으로 인접국인 메콩 국가(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
남)의 기술원조 분야에 집중하며, 선진국 원조기관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태국 국제협력청(TICA)은 2014년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사업(프로젝트 및 연수, 봉사단파견, 농촌개발사업 등)
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對태국 ODA 지원금액은 메콩 5개국 중 가장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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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금액이 무상원조에 집중되어 있다. 지원 유형은 ① 소규모 무상원조
②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③ 개발 컨설팅 ④ 연구생 초청사업 ⑤ 프로젝트 ⑥
전문가 초청 및 연수 ⑦ 해외봉사단 ⑧ 민관협력사업 ⑨ 국제기구 협력사업으
로 분류된다.

그림 4-19. 한국의 對태국 ODA 지원 현황(2008~17년)
(단위: 천 달러)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10.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메콩 국가보다 높은 경제 수준으로,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업보다 인적자원 개발 중심(교육,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통상정책
및 규정)으로 사업을 실시해왔다. 교육 분야의 지원액은 2008년 약 58만 달러
에서 2017년 약 330만 달러로 6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423만 달러
로 對태국 단일 지원 분야 최고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0 참
고). 이는 태국 내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어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특성화고 출신 드림봉사단원을 기술학교에 파견했다. 또한 태국 정부부처에 자
문관을 파견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관련 사업 지원정책을 위한 자문을 수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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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한국의 對태국 ODA 지원 약정액(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7. 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15. 한국의 對태국 ODA 지원 현황(2008~17년)
(단위: 달러)

사업유형

프로젝트

사업내용

기간

금액규모

태국 시범농장

1991~92

68,608

출라롱콘대 한국어센터

1995~97

99,547

찬드라카셈사대 한국어센터 설립사업

1995

87,886

벽지지역 학생복지향상 프로젝트

1995~99

339,834

한국어센터 설립지원(송클라/치앙마이)

1996~97

208,752

농경지수원개발사업

1996

98,264

영농개발지원사업(1차, 2차)

1997~2000

358,569

ASEAN 6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

2002~06

437,538

ASEAN 5국(태국, 미얀마) 철도연결 타당성조사

2004~07

536,404

현지 봉사단 파견

1991~2017

30,395,359

연수생 초청사업

농촌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

1991~2016

5,187,791

소규모 무상원조

전자부품 지원, COP18 유치 지원 등(3회)

1994~2011

1,117,673

전문가 파견

태권도, 국제경제, 도시개발 등(8년 12회)

1991~2004

372,274

개발컨설팅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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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속
(단위: 달러)

사업유형

사업내용

기간

금액규모

2010

198,069

메콩강 유역 5개국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9

144,362

산캄팽지역 비정규교육센터 지원사업

2006

63,953

긴급구호, 재난구호, 홍수피해구호(7건)

1992~2005

1,561,834

메콩강 유역 5개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미 & 로잘린 카터 워크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통계(검색일: 2019. 9. 15)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태국 국제협력청(TICA)의 3각 협력
(Tri-lateral Cooperation) MOU 체결 이후, 2015년 메콩 지역 국가(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농촌개발 및 보건 분야의 공동연수사업
을 수행하였다. 또한 태국 국제협력청(TICA) 사업 투입 인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로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해왔다(표 4-15 참고).
인도적 지원으로는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지진해일로 인하여 많은 희생
자가 발생해, 긴급 재난구호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1년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로 인도적 지원(약 69만 달러)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복원사업에도 지속적
인 지원을 해왔다.
이와 같이 한국과 태국은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협력기간이 다른 인접국가
에 비해 작고 짧지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양국 모두 중진국 이
상의 발전을 이룬 만큼, 양국 원조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국의 지역적 위치를 거점으로 삼아, 양자 또는 다자(인접 최빈국을 포
함) 간의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보다 지속가능하며 발전적인 개발협력 성과
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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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의 협력 현황
1) 교역 현황
2018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주요 교역파트너 국가는 태국, 중국, 싱
가포르, 미국, 일본이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중국에 2018년에 각각 83억 달러,
74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였고, 라오스는 각 국가들과 67억 달러, 34억 달러
규모이다. 미얀마, 중국과 117억 달러, 태국과는 56억 달러의 교역 수준이다.
전 세계 국가들과의 국제 무역규모를 보았을 때 캄보디아가 2018년에 434억
달러로 CLM 세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교역액(미얀마 360억 달러, 라오스 118억
달러)을 보였다(표 4-16 참고). 한국은 캄보디아와 약 9억 7,000만 달러, 라오
스와는 약 1억 1,000만 달러, 미얀마와는 약 8억 8,000만 달러의 교역 수준
이다.

표 4-16. CLM 국가들의 주요 교역 파트너(2018년)
(단위: 십억 달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교역국

교역액

교역국

교역액

교역국

교역액

1

태국

8.36

태국

6.71

중국

11.78

2

중국

7.40

중국

3.48

태국

5.65

3

싱가포르

4.88

일본

0.28

싱가포르

4.18

4

미국

4.41

러시아

0.16

일본

2.08

5

독일

2.13

미국

0.16

인도

1.56

6

일본

2.02

독일

0.14

말레이시아

1.07

7

영국

1.34

한국

0.11

인도네시아

1.05

8

홍콩

1.26

인도

0.05

한국

0.88

9

프랑스

1.26

캐나다

0.05

미국

0.81

10

캐나다

1.19

싱가포르

0.05

베트남

0.79

11

한국

0.97

벨기에

0.04

독일

0.69

전체국가

43.41

전체국가

11.87

전체국가

36.01

주: 교역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검색일: 2019. 10. 1)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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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한국의 對CLM 상위 5대 수출품목(2018년, MTI 6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9. 10. 8)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세 국가에 대한 최대 수출품목들은 MTI 6
단위를 기준으로 의류 원자재,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및 건설자재 등
이 있다. CLM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모는 對태국 및 對베트남 수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약소한 편이지만 세 국가를 따로 비교하였을 때 수출품
목의 순위 및 주요 품목 내역이 각 국가의 특징에 맞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참고).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캄보디아에 편직물(MTI 코드: 436000)을 1억
700만 달러 수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화물자동차(MTI 코드: 741200)를 8,200
만 달러, 물(MTI 코드: 015910)을 6,800만 달러 수출하였다. 이 외에도 섬유
제품(MTI 코드: 449090)과 알루미늄판(MTI 코드: 621240)이 캄보디아에 수
출되고 있다.
對라오스 수출품목의 상위 품목 1, 2위는 화물자동차와 자동차부품(MTI 코
드: 742000)으로 각각 2,400만 달러와 800만 달러가 2018년에 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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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철구조물(MTI 코드: 615290), 1,500cc 초과 및 이하 불꽃점화식 자동차
(각각 741160, 741150)가 순서대로 높다. 이를 통해 한국이 라오스로 수출하
는 상위 품목들은 모두 자동차산업에 해당하며 완제품으로 라오스 현지에서 소
비자들에게 바로 사용되는 물품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對미얀마 수출품목의 상위 품목들은 주로 의복재료와 건설장비 등이다.
2018년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인 의류부속품(MTI 코드: 441220)은 3,800만
달러, 다음으로 기타 건설중장비(MTI 코드: 725190)가 3,500만 달러만큼 미
얀마로 판매되었다. 직물 중 하나인 편직물(MTI 코드: 436000)과 폴리에스터
직물(MTI 코드: 434200)이 각각 3,400만 달러와 2,000만 달러 규모로 한국
에서 수출되었다.

그림 4-22. 한국의 對CLM 상위 5대 수입품목(2018년, MTI 6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DB(검색일: 2019. 10. 8)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간 교역품목을 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세
국가에 봉제원자재, 차량, 건설장비 등을 수출하고, 완제품인 섬유·의류제품,
농산물 가공품을 해당 세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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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경우 의류회사들에서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으로 봉제생산기지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4-22]에 나타나 있듯 와이어하네스(MTI 코드:
842130), 바지 스커트(MTI 코드: 441104), 신발(MTI 코드: 521290), 언더
셔츠(MTI 코드: 441109), 스웨터(MTI 코드: 441108) 순으로 총 1억 3,117
만 달러를 캄보디아에서 수입하였다. 이는 전체 수입액인 3억 1,447만 달러의
41.7%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라오스 수입은 수입금액이 대체로 적으나 목재류와 같은 천연자
원, 화학원료의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기타 목재류(MTI 코드:
031900)가 1억 2,871만 달러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수입액(3억 127만 달
러)의 80.3%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온도계(MTI 코드: 815120)와
기타 유선통신기기(MTI 코드: 811900)가 각각 3,853만 달러와 3,664만 달러
만큼 라오스에서 수입되었다. 그 외에는 칼륨비료(MTI 코드: 233000), 기타
견과류(MTI 코드: 012590) 등이 있다(그림 4-20 참고).
미얀마는 한국으로부터 섬유 및 의류 재료를 수입하는 한편 한국으로는 완
제품의 의류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對미얀마 상위 수입품목은 4위의 기타
농산가공품을 제외하고 모두 의류이다. 2018년 코트 및 자켓(MTI 코드:
441201)이 2억 3,000만 달러만큼 한국으로 수입되었고, 다음으로 남성바지
(MTI 코드: 441207)와 기타 운동복(MTI 코드: 441212)의 수입액이 각각
3,400만 달러, 2,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지위(GSP) 부여, 신규 투자허용, 저임의 풍부
한 노동력 등의 이유로 봉제업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류 수출액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해왔다.63) 이에 따라 봉제업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한국에서 수출되고
완제품인 의류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구조를 [그림 4-21]과 [그림 4-22]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얀마 정부가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면서 전체
적으로 미얀마의 정유 및 자동차 수입과, 금속 및 금속제품의 수입도 증가하는
63)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원(2014), p. 2.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 159

추세이다.64)
전반적으로 세 국가의 무역통계를 통해 한국 차량과 한국 건설장비에 대한
높은 수요가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메콩 지역 국가
들이 자유무역의 이점을 함께 누리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ASEAN의 역내 연계
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를 네 가지 제시하며(교통, 에너지, 수
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 다양한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65)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차량 및 건설장비에 대한 수입은
계속 활발할 것이다.

2) 투자 현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세 국가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신규법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23 참고).

그림 4-23. 한국의 CLM 국가별 투자 및 신규법인 추이(2008~18년)
(단위: 백만 달러(좌), 개(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0. 18)를 토대로 저자 직접 작성.

64)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원(2014).
65) 정책브리핑(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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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2017년 기준 한국의 총 해외투자액의 약 0.31%를 차지하여 총
196개국 중 29위 대상국이다.66) 2008년 이후 줄곧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다
가 2015년 4,300만 달러에서 2016년 2억 1,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4배
증가하였다. 2018년에도 전년보다 증가하여 2억 7,800만 달러 규모로 직접투
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2014년 이후 캄보디아 내 미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개발이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도로 건설 수요 등이
꾸준히 증가한 것 관련하여67) 2015년 이후 캄보디아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
진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우리나라 해외투자 총 196개국 중 56위 대상국으로 금액 기준으
로 전체 해외투자 중 0.11%에 불과하다.68) 2008년 4,400만 달러에서 소폭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2018년에는 3,700만 달러로 전년대
비 36% 감소하였다.
對미얀마 투자액은 매년 실투자금액의 연간 변동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투자액은 2008년 3,600만 달러에서 2018년 2억
1,300만 달러로 6배가량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성
장한 對미얀마 해외직접투자액은 2013년에 5억 1,3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
액을 보였다. 2013년 미얀마 투자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채
굴업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3억 7,400만 달러(2013년 전체 투자금액
의 73%)가 투자금액으로 신고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운수 및 창고업으로 파이
프라인 운송업에 7,5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69)
對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내 주요 업종은 [그림 4-24]와 같이, 금융 및 보험
업, 제조업, 건설업 , 농립어업 등이 있다. 2018년 투자액 총 2억 7,838만 달러
중에 72%인 2억여 달러가 금융 및 보험업종에 투자되었다. 2018년 한국의 對
66)
67)
68)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 p. 34.
한국무역협회(2019), p. 19.
앞의 책, p. 3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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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는 봉제공장 위주의 제조업이 3,178만 달러로 세 번째로 큰 규모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식료품 제
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 제조업의 주 세부 투자업종으로 나타났다. 한
국의 캄보디아 제조업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부동산업
이나 건설업은 매년 실투자금액의 연간 변동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70)

그림 4-24. 한국의 캄보디아 주요 투자업종(2018년)

(단위: 천 달러, %)

업종
농림어업
건설업

투자금액
6,502
23,251

%
2
8

도소매업

5,200

2

제조업
기타 산업

31,780
1,286

11
0.5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합계

투자금액
2,257
200,633

%
0.8
72

2545

0.9

4,932
278,386

9
100

주: 기타 산업에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0. 18)를 토대로 저자 직접 작성.

70)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2015), 캄보디아 경제동향(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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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미얀마 투자는 주로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4-25 참
고). 2018년 미얀마 전체 투자 금액인 2억 1,339달러 중 39%인 8,419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세부적으로 가죽, 가방 및 신발, 의복 등 잡화 및 의류
산업 관련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세계적으로 對미얀마
천연자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2018년에 6,542만 달러
(한국 對미얀마 투자의 31%)가 광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25. 한국의 미얀마 주요 투자업종(2018년)

(단위: 천 달러, %)

업종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투자금액
2,680
65,426
612

비중
1
31
0.3

제조업

84,196

39

부동산업
합계

20,252
213,392

9
100

업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투자금액
1,582
5,802
30,285

비중
1
3
14

816

0.4

1,741

1.3

주: 기타 산업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0. 18)를 토대로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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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교류 현황
ASEAN이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 비전을 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
는 ASEAN 국가들과 다층적인 인적교류(정상 간, 정부 간, 기업 및 학생 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71) 2018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한국 간의
인적교류 현황을 보면, 한국에서 CLM 세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객 수
중 절반인 약 30만 명이 한 해 캄보디아를 방문하였고, 다음으로 라오스(약 17
만 명), 미얀마(약 7만 명) 순이다 (그림 4-26 참고). 세 국가 중에서 지난 해
2018년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약 7만 명으로 미얀마 국민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약 3만 명), 라오스(약 10만 명) 순이었다.

그림 4-26. 한-메콩 지역 간 방문객 비중 및 현황(2018년)

(단위: 명, %)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총 계

CLM -> 한국
한국 방문 외래객 수
33,395
11,924
71,094
116,413

비중
28.7
10.2
61.1
100

한국 -> CLM
한국인 방문객 수
301,770
174,405
72,852
549,027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검색일: 2019. 8. 7) 자료를 기준으로 저자 직접 작성.

71) 정책브리핑(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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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55.0
31.8
13.3
100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세 개 국가의 국민들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방문객 수로는 미얀마 국민이 가장 많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는 2018년
캄보디아 국민이 47만 명으로 비교적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였다(그림 4-27
참고). 국내 체류 캄보디아인의 수는 2013년 이후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
하였다. 국내 체류 미얀마인은 2013년을 기준으로 1만 2,000명으로 당해 국
내 체류 캄보디아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약 2만 5,000명으로 캄보디아 체류자 수(4만 7,000명)의 절반을 넘어
섰다. 국내 체류 라오스인은 2013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08년에 835
명, 2018년에 1,568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들 중 캄보
디아와 라오스는 2013년 이후 매년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얀마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유학생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13년 약 292명이
었던 미얀마 유학생은 2018년 79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그림 4-27. 국내 체류 CLM 국가 외국인 및 유학생 추이(2013~18년)
(단위: 명(좌, 우))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2019), https://kosis.kr(검색일: 2019. 10. 18)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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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인원 추이를 보면 2012년 422명에
서 2013년 827명으로 초청 학생이 2배가량 늘어나 이후 지속적으로 800명대
의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하고 있고(표 4-17 참고), 우리 정부가 정부초청
ASEAN 장학생과 연수생 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72) 세 지역과의 고등교육 관
련 인적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연도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인원(1967~2016년)
(단위: 명)

구분
선발인원

’67 ~’05 ’06
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965 133 133 745 504 696 400 422 827 887 838 871 7,427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7. 2. 15), p. 2.

[그림 4-28]을 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교류는 메콩 지역 국가들 사이
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16년 사이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고용허가제 E-6 소지자
기준으로 2013년까지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수(8,802명)가 미얀마 외국인근
로자 수보다(3,994명) 2배 이상 많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캄
보디아 외국인근로자 6,626명, 미얀마 외국인근로자 6,378명으로 비슷한 규
모를 보였다. 라오스는 2018년부터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도입국으로 지정되
어 2018년 1/4분기에 26명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이래 2018년에 총
136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국내 취업활동을 하였다.73)

72) 정책브리핑(2017. 8. 6).
73) 「노사발전재단, 고용허가제 신규도입 ‘라오스’ 지원 강화」(2018. 6.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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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CLM 국가별 국내 고용허가제 E-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추이
(2008~18년)
(단위: 명(우), %(좌))

주: 전체 비중과 메콩국가 비중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세 국가의 당해 연도 외국인 근로자수를 합한 값이 각각 국내
외국인근로자 수 전체와 메콩 지역 국가들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검색일: 2019. 10. 10)를 기준으로 저자 직접 작성.

4) 개발협력 현황
정부의 對캄보디아 ODA 지원은 2008년 6,765만 달러에서 2017년 4,102
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14년 약 2억 2,200만 달러 그리고 2016
년에는 약 1억 달러의 약정액을 기록하였다. 2014년과 2016년에 특히 캄보디
아 개발협력에서 높은 지원액을 보인 이유는 해당 시기에 운송, 식수공급 및 위
생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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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한국의 對CLM ODA 지원 약정액 추이(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10. 18)를 토대로 저자 작성.

캄보디아의 교통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공공사업교통부 주관하에
GMS 지역통합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인 2014~2017 도로 개발사업을 추진
하였다.74) 정부는 이 사업 지원과 함께 기타 교통 인프라(도로·철도·항공·수로
운송 및 정책)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4년에는 해당 분야에 약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75)

74) 관계부처 합동(2016), p. 6.
75) ODA Korea DB(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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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한국의 對캄보디아 주요 ODA 분야별 지원 추이(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7. 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對라오스 총 지원 현황은 2008년 약 900만 달러에서 2017년 약 1억
1,9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對라오스 ODA 지원금액(약정액
기준)이 2013년 2,076만 달러에서 2014년 8,303만 달러로 약 4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 이는 2014년 제4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라오스의
교육, 보건, 수자원(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확대 요청 및 논의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6)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지원 분야별로는 2015년도에 에너지 생산 부문이 새
롭게 시작하여 8,104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에 2014년
에 7,000달러에서 2015년에 5,331만 달러로 지원 약정액이 증가하였다(그림
4-31 참고). 또한 2014년 ODA 지원 분야 중 농림어업 지원액(약정액 기준)의
상승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새마을연수원 건립과 기자재 지원, 새마
을운동 및 운영 전문가 파견, 농업기술 이전 지원 등의 프로젝트로 인하여 농업
분야 지원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7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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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ODA 분야별 지원 추이(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7. 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對미얀마 ODA 약정액은 2008년 이후로 소폭 상승하다가 2013년
에 급격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2억 4,847만 달러로 근래 가장 많은 지원이
진행되었다. 2015년 이후로는 다시 1억 달러 규모로 개발협력 지원이 줄어들
었고 이후 2016년에 1억 2,000만 원대로 지원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8년
에 1억 1,589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세 국가의 약정
액을 비교하였을 때 2018년을 기준으로 라오스와 비슷한 규모로 ODA 개발협
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對미얀마 주요 지원 분야는 [그림 4-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행
정 및 시민사회, 교육, 식수 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통신 등이 있다. 통신
부분은 꾸준히 원조가 진행되어 오며 2013년에 5,604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
원조가 실시되면서 대폭 지원이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식수 공급 및 위
생 분야의 원조는 2015년에 뚠떼 운하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해당 프
로젝트 원조에 6,130만 달러가 지원된 것으로(2015년 미얀마 식수 공급 및 위
생사업 총 약정액의 99%)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되었다.77) 운송 및 창고 분야
의 경우 2014년에 1억 8,288만 달러, 2016년에 1억 99만 달러의 대규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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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였다.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2014년 미얀마 철도 현대화사
업,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2016년 만달레이-미찌나 철도 개보수
사업 등으로 보고되었다.78) 교육 부문 원조는 2014년에 증가하여 이후 지속적
으로 원조액이 감소하였지만 다른 분야들에 비해 꾸준히 원조가 큰 비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의 경우 2017년 9,476만 달러로 ODA 규모가 급
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미얀마의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단일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79) 현재까지 한국수
출입은행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산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어 관련 분야에 꾸준히 높은 액수의 지원이 투입
될 것으로 파악된다.80)

그림 4-32. 한국의 對미얀마 주요 ODA 분야별 지원 추이(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DA Korea DB(검색일 2019. 7. 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77) ODA Korea DB(검색일: 2019. 10. 18).
78) ODA Korea DB(검색일: 2019. 7. 24).
79) ODA Korea DB(검색일: 2019. 7. 24).
80)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검색일: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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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한-메콩 다자협력은 실제 2011년 제1차 외교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출범하
였고, 2019년 한-메콩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단순히 한메콩 기금을 MI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
용한 다자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논의한 일본, 중국, 미국의
협력 현황을 토대로 한국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 협력의제를 지
속적으로 발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표 4-18 참고).
메콩 개별 국가 중 태국과의 교역은 약 156억 달러 규모이며, 철강·메모리·
석유화학·기계·전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의 교역이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투자액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적교류는 크게 증가하
였고, 인적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과의 교역은 680억 달러 규모이며, ASEAN 국가 중 한국의 제1의 교
역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한
국의 투자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
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
발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라오스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
었다는 특징이 있다.
전반적인 투자 부문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으
며,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한 생산기지 진출에서 출발하였지만 이제
는 현지 소비시장 진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자와 함께 농업,
보건, 교육, 인프라 등 다방면에 걸쳐 메콩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들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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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고, 동시에 고용허가제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도 크게 증가하
게 되었다.
국별로 살펴볼 때, 베트남과는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대상국이다. 태국의 경우 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
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 이 지역의
우수한 인적역량을 보다 높이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도 필요하다.

표 4-18. 한-메콩 다자협력 및 개별 국가와의 협력 특징과 시사점
메콩
다자협력 및

주요 협력의 특징

시사점

국가

한-메콩
다자 협력

▪ 2011년 제1차 외교장관 회담

▪ 지역 협력체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 2013년 한-메콩 협력기금 출범

▪ 한-메콩 정상회담의 협력의제 발굴 메커

▪ 2015년 MI를 협력기금 총괄 조정기

니즘 필요
▪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필요

관으로 선정 및 기금 관리 운영
▪ 2019년 한-메콩 정상회담 격상

▪ 무역: 산업재 중심의 교역품목(철강, ▪ 인도차이나 및 인도양/태평양 지리적 이
메모리, 석유화학제품, 기계/전자기기

점을 활용한 물류산업 확대 활용 필요

부품, 화장품 중심)이며 중간재 비중이 ▪ 태국 중산층 증가와 함께 중간재 및 자
수출입(수출 약 80%, 수입 약 50%)

본재 중심에서 소비재 수출증가 집중

모두 높음.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 중국(일대일로)/일본(ODA 집중)과 같이
태국

지리적 이점 및 메콩 경제정치 주도

공격적인 태국 진출을 통한 무역 확대

국가 위치에 비해 작은 규모

및 양국 경제협력 달성

▪ 투자: 2011년 5.8억 달러 투자 후, ▪ Thailand 4.0 혁신주도개발전략에 국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제조업 투자

기업 투자, 합작법인 지원, 국가프로젝트

집중 현황(약 16억 달러, 60% 이상).

지원 필요

태국의 對한국 투자는 서비스업에 약 ▪ 對태국 정보통신/과학기술/농림어업/예술
65% 이상 집중(도/소매 유통, 숙박/

/스포츠/교육/보건과 같은 ICT 융합가능

음식, 정보통신)

산업에 공격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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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계속
메콩
다자협력 및

주요 협력의 특징

시사점

국가
▪ 인적교류: 2011년에 비해 2019년 국 ▪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투자를 통한 동
내 태국인 체류자 약 4배 증가.

부 및 남부경제회랑 연결 참여 필요

ASEAN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고용 ▪ 태국을 ASEAN 및 메콩 지역 거점으로
허가제 취업 지원

인접 저개발국에 공동개발협력사업 수행

▪ 개발협력: 대규모 ODA 사업보다 인

필요

적자원개발 중심의 사업 진행. 전문가
파견/초청, 연수생 초청사업, 봉사단
파견 중심의 원조형태(교육 집중)
▪ 무역: ASEAN 국가 중 한국의 제1 ▪ 베트남 1~3차 산업구조에 적합한 가치사
교역 대상국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슬 형성

해오고 있음. 주요 교역품목으로 OLED, ▪ 한국 IT/전자산업 생산기지 진출로 관련
LED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가

산업의 전·후방 지원 및 투자 필요

부상하고 있으며, 기타 무선통신기기 ▪ 현지 생산/수출 시 부가가치 증대를 고
관련 품목은 꾸준히 수출입 상위 품목

려한 상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제

을 차지하고 있음.

3국 수출 판로 개척 지원

▪ 투자: 한국은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로 ▪ 양국 대학 간 교류 활성화로 친한파 형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베트남

성 유도

있음.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 개발협력을 활용한 기술인력 양성으로 국
에 따라 IT/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내외 일자리 창출 및 현지 인력 수급에

집중되고 있음.

기여

▪ 인적교류: 메콩 국가 중 외래객 방문 ▪ 기초 인프라 구축, 법 제도 및 관련 규정
객 수 1위로, 어학 연수생의 입국이

개선, 금융상품 개발 및 접근성 개선 등

급격히

상호 협력 증대 예상

증가.

고용허가제의

경우,

2012년 중단 이후 2016년 재개
▪ 개발협력: 베트남 제2 공여국(누계)으
로 공공행정, 교육, 수자원/보건위생,
교통을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지
원사업 집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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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계속
메콩
다자협력 및

주요 협력의 특징

시사점

국가
▪ 무역: 의류산업 교역 우세, 인프라 사 ▪ 타 메콩 지역 국가들에 비해 무역 및 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업 증대로 한국의 건설장비 및 화물차

자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높은 경제성장

량 수입 활발

속도와 함께 삶의 질이 증가하고 있어

▪ 투자: 태국, 베트남에 비해 적은 해외

보험, 자가용 등 이전에는 약소했던 시장

투자 규모 및 큰 연간 변동. 국가 특

들이 빠르게 성장 중임. 현 정부뿐만 아

징에 따라 주요 투자업종이 상이. 캄

니라 각국의 건설인프라 사업 지원으로

보디아의 보험시장 성장으로 보험금융

건설장비 및 화물차량 교역은 꾸준히 활

업 투자 강세. 미얀마는 천연자원 개

발할 것임.

발과 관련하여 광업이 해외투자의 높 ▪ 한국 정부의 초청장학생 확대 추세와 고
은 비중을 차지

용허가제 신규 도입 등 양 지역 간 인적

▪ 인적교류: 국내 체류자 규모는 캄보디

교류의 증가 예상. 현 정부의 호혜적 경

아와 라오스가 매년 비슷하지만 미얀

제협력 의지로 인적교류의 질적 발전 필

마의 국내 체류자 수는 꾸준히 증가

요함.

함. 2018년 對라오스 국내고용허가제 ▪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신규 도입이 특징임.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한국의 선

▪ 개발협력: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

진행정시스템 기술을 공유하는 미얀마 전

춰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

자정부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한국형 추

프라 구축, 전자정부시스템 인프라 구

진력을 갖춘 개발사업 다각화 추진 필요

축,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등 대규모
사업 진행 중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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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1.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
2.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

1.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
가. 상생협력의 방향
정부는 2019년 9월 5일, ‘한-메콩 3대 비전’인 ①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②
지속가능한 번영 ③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번영을 발표하였고, 한국이 메콩
지역과 경제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큰 틀
에서 보면 한국의 중요 분야에 대한 발전경험, 즉 농촌개발, 인재양성, 기술공
유를 통한 산업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을 메콩 지역과 공유함으로써 메콩 지역
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바이오·의료 등 녹색성장 부문, 생물다
양성, 산림보존과 수자원 관리 등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메콩 지역
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격차 해소, 연계성 강화, 인프라
구축, 농업과 ICT 협력, 인적자원 개발, 인적교류와 문화관광 협력 등 동아시
아의 평화와 상생번영으로 연계시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
부는 2019년 11월 말,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ASEAN 특별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와 연계하고자 한다. 정상회의 전에는 공공행정, 문화, 지식재산, 산림, 국방 등
의 분야에서 장·차관급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성과로는 ①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는 점 ② 한-ASEAN 간 실질적인 협력
을 확대한다는 점 ③ 메콩 지역과의 협력 확대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메콩 지역과의 중장기 상생협력
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5-1 참고). 이를 위해서는 메콩 지역
의 다자간 개발협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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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
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는 한국이 메콩 지역
의 다자 간 개발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ASEAN과 국제사회의 협
업을 촉진함으로써 다자 간 협력사업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림 5-1.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협력 방향

주: 하단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은 정부 발표 내용임.
자료: 저자 작성.

나. 중장기 추진전략
정부는 2019년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메콩 지역과
의 협력의 틀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한-메콩 정상협력의 틀을 어
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의 브랜드화 전략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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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기존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의 발전
에도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특히 메콩의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
양한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지역 협력체는 역내 복잡한 정치적 상황하에서도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발생하
였으므로 이들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도 전략
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의 필요성을 충족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다자 간 개발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그림 5-2 참고).

그림 5-2. 한-메콩 상생협력의 중장기 중점 추진전략과 협력의제

자료: 저자 작성.

한-메콩 정상협력의 브랜드화 구축은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녹색메콩’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포용적 사회를 구축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강점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하에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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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슬로건을 고려할
수 있다. 메콩발전을 의미하는 ‘Grow Mekong-Korea’, 메콩 지역의 금융과
투자에 중점을 두는 ‘Finance and Invest Mekong’, 아시아의 포용적 사회를
위한 ‘Inclusive Society for Mekong, ASEAN and Asia’,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둔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ekong, ASEAN and Asia’, 연
계성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고려하는 ‘Mekong Connectivity with
Korea’s 3Ps’ 등 다양한 슬로건으로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한-메콩 정상 협력
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며 이를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할 수 있도록 한
국과 메콩 지역 공동의 연구와 시범사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제2장에서 제시된 메콩의 다양한 지역 협력체와 협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메콩 협력은 단순히 한국과 메콩 국가와의 양자 협력보다는
메콩 지역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일례로 MI를 통한 인적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MRC를 통한 수자원
협력 플랫폼 참여, 태국이 주도하는 ACMECS의 3Ss와 연계한 협력, ASEAN
의 연계성 정책 참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MI에 대한 자금 지
원과 MRC와 KSP 사업이 진행되는 등 미미한 규모의 협력사업이지만 보다 전
략적인 차원에서 확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시
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제3장에서 제시된 역
외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의 메콩 협력과도 연계하는 방안이나 기존 협
력 분야에서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LMI를 통한 MRC 협력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한국의 강점인 ICT 분야를 활용
하고, 가뭄과 홍수에 대한 예측 부문에서는 USAID와 KDI, KIST 등을 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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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국이 주
도하는 LMC 협력사업의 경우 AIIB를 활용하여 인프라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이 추진하는 Green Mekong 플랫폼은 한국
에 위치한 국제기구인 GGGI, GCF 등을 통하여 메콩 지역의 녹색성장과 관련
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외 국가와의 협력은 제4장에서 제시한 개별 국가와의 무역·투자·
인적교류·개발협력 현황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ASEAN 공동체와의 협력
수준을 보다 높이고 상호 번영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메콩
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높다고 검증
될 경우, 한-메콩 협력뿐만 아니라 한-ASEAN의 협력 강화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전략은 한국이 아시아의 전반적인 발전
을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이 메
콩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ASEAN에도 인식된
다면 아시아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인하고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부문이 메콩과
ASEAN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다자 간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다. 나아가 정부의 전략하에 메콩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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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
가. 전반적인 상생협력 방안: 다자 협력의 플랫폼 구축과
실행
1) 과학기술 기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 가칭 ‘메콩발전
(Grow Mekong)’ 구축
국가의 발전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수출 등을 통하여 경제적 수준을 높이
고 동시에 교육, 보건, 복지, 인권, 소수민족 배려,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높이게 된다. 한국은 2019년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신남방정
책을 보다 구체화하며 한국 발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
다. 메콩 지역은 ASEAN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메콩 국가의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은 ASEAN 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메콩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 이웃
나라의 경험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2006년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의 OECD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추진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100억 엔 이상의 비용 지원으로 ‘ASEAN과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ERIA)’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를 통하여 ASEAN 연계성과 같은 ASEAN의
경제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다. 10년이 지난 2016년, 중국은 글
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구축함으로써 란창-메콩 정상협력의 다양한 협
력 의제 도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글상자 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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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중국의 메콩 Think Tank, 글로벌메콩연구센터 사례

란창-메콩협력(LMC)은 2016년부터 정상회담으로 격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협력의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메콩 6개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협업하여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설립하였고, 연례
세미나를 통하여 LMC 정책의제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초기에는 캄보디아 평화연구소
(CICP)를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각 연구소가 번갈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자료: GCMS 홈페이지, http://www.gcms.org.cn/(검색일: 2019. 10.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여전히 메콩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칭 ‘메콩발전(Grow Mekong)’ 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함으
로써 메콩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 부
문의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참고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농업, 생물다양성, 자원, 가치사슬 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중장기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농업과 자원에 대한 풍부
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SDGs의 빈곤감소와 연계하고 있다(글상자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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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2.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사례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는 1982년부터 정부가 법령으로 호주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아
시아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도록 연구와 정책 수립에 기반을 둔 외교부 산하 연구센
터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특히 국별 프로그램으로 호주 연구자로 하여금 메콩 국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아시아 지역과의 연구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림.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조직도

최근 ACIAR의 10개년 전략(2018~2027)에 의하면 2030 SDGs와 연계하여 6가지 전략(소농
과 농촌의 빈곤감소와 식량안보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연자원 경영과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영양개선과 보건,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민간참여를 통한 농식품 및 산림의 가치사슬 개선,
파트너국가와의 과학기술과 정책역량 협업 강화)으로 아시아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료: 호주 ACIAR 홈페이지, https://www.aciar.gov.au/(검색일: 2019. 10.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소위 ‘메콩발전’ 플랫폼은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메콩 지
역에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역내 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메콩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콩 지역의 우수한 과학자들과 정
책입안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법론 측면에서는 빈곤문

제5장 한국과 메콩 지역과의 중장기 상생전략 • 185

제에 대하여 미시적 접근의 평가방식으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
식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메콩발전 플랫폼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양자 간 신진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향후 우리 미래세대가 자
연스럽게 메콩 지역과의 연구협업 네트워크를 심화·발전시키는 체계를 갖추도
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젊은 세대가 아시아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2) 금융 및 투자협력의 플랫폼, 가칭 ‘메콩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 고려
정부는 KOICA를 통한 무상지원과 EDCF를 통한 차관으로 메콩 국가에서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한국 기업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금
융지원체계를 보다 더 세밀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역
량으로 메콩 지역에 진출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메콩 지역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기존에 구축된 하드웨어를 실제 작동시킬 수 있는 소
프트웨어 중심의 소규모 개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ADB의 메콩확대유역 프로그램이나 ASEAN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살펴보면 연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 경우 한국의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금융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일본은 지난 2018년 일-메콩 정상회담에서
메콩 지역 금융전문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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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센터(Global Financial Partnership Center)’ 운영을 발표하였다(글
상자 5-3 참고). 메콩 지역에서 금융과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금융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상자 5-3. 일본 글로벌금융협력센터 사례

일본은 2014년 재무부 산하 ‘아시아 금융협력센터(Asian Financial Partnership Center)’를 구
축하였고, 이후 2016년 이를 글로벌금융협력센터로 변경하였다. 이 센터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금융 부문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며, 전 세계 금융당국자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방문학자 프로그
램(2~3개월)으로 일본 학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학습 등이 이루어
진다. 2017년 2월 기준 64명의 아시아 국가, 10명의 중동·아프리카·중남미 금융당국자를 초청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금융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메콩 국가의 금
융당국자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일본 외무부 홈페이지, https://www.fsa.go.jp/en/glopac/index.html(검색일: 2019. 10.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태국은 메콩 지역 인프라 활성화를 위하여 총 5억 달러 규모의 ACMECS 인
프라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한국 등 역외 국가에 펀드 참여를 요
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나 민간부문이 이 펀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메콩 지역
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수익이 가능한 투자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메콩금융투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콩 지역의 분야별
투자 잠재력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라면 참여 가능한 민간 펀드를 파악하고, 만약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정부의 ODA 사업 등 지원 가능한 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메콩 지역에서 필요한 적정기술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소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과기부 지원으로 메콩 지역에 적정기술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일례로 라오스의 적정기술센터는 간단한 기
술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고품질의 ‘민물김’을 생산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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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을 단위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현지에서 개발된 적
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창업지원 자금과 연계하는 방
안이 가능할 것이다.
미얀마에는 한국의 소액금융기관이 진출하여 소농의 농기계 자금 지원과 연
계하여 미얀마의 농촌개발과 농업생산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는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미얀마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다. 만약 ‘메콩금융투자’ 플랫폼을 통하여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품에 대
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을 지원하고 이를 제
품화하여 수출로 연계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회자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 구축
평화경제는 신남방정책에서 제시된 3Ps를 통하여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
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메콩 국가의 적
극적인 지원하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메콩 국가들은 아직까지 지역 내
다양한 안보 이슈가 잠재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자체 안보 이슈를 역외 국가와
함께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역내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다른 역외 국가와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메콩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과가
있다면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위 ‘메콩한국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의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례로, 메콩과 아시아 지역 국가 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공동번영과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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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ong’을 통해서는 GVC 확대를 위한 제도, 인프라, 인적 자원 육성 등 공동
협력 방안과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에는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
와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농식품,
의류 및 전자산업 등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참여시킴으로써 평화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편 미얀마에 위치해 있는 ASEAN 산림협력기구나 한-메콩 생물다양성센
터 등을 활용하여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하고 연구과
실증을 통한 성과를 기반으로 메콩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아시
아의 평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나. 메콩 지역 협력체별 상생협력 방안
1) MRC: 수자원 협력 플랫폼의 선진화에 한국의 ICT 협력
한국은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으로 MRC와 협력하여 수자원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2019년부터는 메콩 지역의 가뭄과 홍수에
대한 현황 파악과 수자원 감독 및 예측을 위하여 공동의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체계적인 경지정리 및 관개배수 인프라
구축으로 가뭄과 홍수 등을 극복하면서 소농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식량안보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은 메콩 지
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의 경우 제2장과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란창-메콩(Lancang-Mekong) 협력체계를 통하여 MRC와 수자원 및 상류지
역 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고, 경고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
서 한국도 MRC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력전략을 마련한 후 수자원개발과 식량
생산성 증대 및 농촌개발 등에 참여함으로써 메콩 지역의 생산성 증대와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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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MRC 활동과 연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동의 연구 등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메콩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 제시된 미국 사례로 SERVIR와 같이 위
성정보로 강우량 예측과 홍수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 또는 아시아재난대응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의 메콩 지역
정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리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이 보다 증가할 것이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긴 2018년 7월의 뼈아픈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메콩 수자원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
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과의 기술교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표 5-1 참고).

표 5-1. 기후변화 대응 메콩 수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시(MRC와 협력)
구 분

내

용

▣ 기후스마트농업을 위한 메콩 수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

사업명

Climate Smart Agriculture(CSA))

업
부서/지역
개
요

기간/예산
사업 목적

정
책

(Capacity Building for Mekong Water Resource Management with

수요 확인

▣ MRC 수자원과 기후변화 및 농업 담당
▣ 기간 : 2020~2029(5년)
▣ 총 사업예산 : 500만 달러
▣ 메콩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개발과 농업개발
▣ MRC 수요
▣ FAO의 관심사안 (CSA).

부
합

우리측

성

기대효과

▣ SDGs(1, 2번) 달성에 기여, 메콩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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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구 분

내

용

▣ 기후변화에 대응한 메콩 수자원의 홍수 및 가뭄 정보 시스템 구축:
2M USD
▪기후변화 대응에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의 협업
MRC와
의 협업
우리정부
사업

분담사항

(4M
USD)

▣ 기후스마트농업과 메콩 수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1.5M USD
▪MRC의 기후스마트농업과 수자원 개발역량 프로그램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과 협업조사
▣ 적정기술 활용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CSA 시범사업 조성: 0.5M

세부

USD

내용

▪라오스 메콩 수자원개발 시범사업 조성
홍보 및 ▣ MRC의 수자원 정보와 CSA 홍보: 1M USD

수원국
분담사항

평가

▪한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비즈니스 포럼 등

(1M)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 성과 평가

▣ 한-메콩 협의체에서 MRC를 통한 CLM 국가의 수자원개발과 기후스마트농
업 담당자와의 업무협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타 사업수행 인력 및 예산 확보

자료: 저자 작성.

2) MI: 메콩 지역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MI는 메콩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불합리한 규범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메콩 지역 간 무역과 투자를 촉
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무원과 기업에는 메
콩 역내 국가 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I는
기업과의 대화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대화로 메콩 지역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메콩 역내 국가 간 교통신호체계 통일, 국가 간 검역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최근 MI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있다는 점(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2019년 현재 MI에 120만 달러의 기금으로 로지스틱 분야와 역내 소
규모 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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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기술력을 높여주
는 부문에서 훈련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의 기업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MI
의 플랫폼과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즉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MI가 현지 공무원과 기업에 대한 맞춤형 훈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관련분야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함으로써 양자
간 민간의 수요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양자 간 민간의 활동을 촉진함으
로써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금이 3년 정도 지원되었으므로 MI와의 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도 필요한 시점이다. MI 농업개발상업화부와 협력하여 CLM
국가의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표 5-2
참고).

표 5-2. CLM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MI와 협력)
구 분
사업명
사
업
개

부서/지역
기간/예산

요
사업 목적
정
책

수요 확인

내

용

▣ CLM 국가의 수출 농식품의 품질 제고 프로그램
(Enhancing Capacity for Agricultural Export in CLM counties)
▣ MI 농업개발상업화부/CLM 수출농업부
▣ 기간 : 2020~2029(10년)
▣ 총 사업예산 : 1,000만 달러
▣ CLM 국가의 수출 농산물의 품질 제고로 소농의 소득 증대 및 한국과의 협력
증진
▣ MI 수요
▣ CLM 국가의 수출 농식품에 대한 정책

부
합

우리측

성

기대효과

▣ SDGs (2번) 달성에 기여, ODA를 통한 CLM의 수출역량 제고, 한국의 안전
한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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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구 분

내

용

▣ 미얀마 두류 작물의 수출역량 강화: 3M USD
고부가
가치화
를 위한
농식품
우리정부
사업

분담사항

세부

역량
강화
(8M
USD)

내용

▪KOICA 지원 수확후관리연구소 등 현지 인프라 활용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
▣ 캄보디아 특용 작물의 수출역량 강화: 2.5M USD
▪캄보디아 KOPIA 센터와 협력
▪인도, 중국, 한국 등 수출시장 조사
▣ 라오스 유기농 제품 개발 지원: 2.5M USD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등 유기농 제품화 지원
▪수출시장 기호에 적합한 브랜드 등 마케팅 역량 강화

홍보 및 ▣ CLM 수출 농산물의 가치사슬 홍보: 2M USD

수원국
분담사항

평가

▪한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비즈니스 포럼 등

(2M)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 성과 평가

▣ 한-메콩 협의체에서 MI를 통한 CLM 국가의 수출 농식품 담담자와의 업무협
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타 사업수행 인력 및 예산 확보

자료: 저자 작성.

3) ACMECS: 삼각협력의 레버리지 극대화 전략 마련
태국은 ACMECS 펀드를 조성하고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부문을 지원
함으로써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동서경제회랑(East West Economic Corridor)과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을 중심으로 하드웨어(도로), 디지털 부문(ICT),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태국이 주도하는 ACMECS와의 삼각협
력으로 메콩 지역의 수자원 발전, 동서 및 남부 경제회랑의 활성화, 경제특구
개발 등에 대한 전략적 참여를 모색할 수 있다. 일본-메콩 정상회담에서도
ACMECS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 11월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
담에서는 한국만의 차별화된 ACMECS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ACMECS 사업 중,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사업을 수행
하는 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분야 민간기업들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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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ACMECS의 개발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관개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한국의 ICT나 또는 현지의 적정기술을 고려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표 5-3 참고).

표 5-3. 적정관개기술 타당성조사 프로그램 예시(ACMECS와 협력)
구 분
사업명
사
업
개

부서/지역
기간/예산

요
사업 목적
정

수요 확인

내

용

▣ ACMECS 매칭펀드로 메콩 지역 적정관개기술의 타당성 조사
(Supporting ACMECS Fund for feasibility study on irrigation system)
▣ ACMECS 담당자
▣ 기간 : 2020~2024(5년)
▣ 총 사업예산 : 500만 달러
▣ 메콩 수자원개발 중 적정기술을 통한 관개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로 향후 사
업 발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한국과의 협력 증진
▣ 태국 외교부 및 ACMECS 수요

책
부

우리측

합

기대효과

▣ SDGs (1번) 달성에 기여, ODA를 통한 메콩 발전에 기여, 한국의 우수한 기
술교류

성
ACMECS ▣ 라오스 관개시설의 타당성조사: 2M USD
▪기존 KOICA의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협업
와
적정기술
고려한
관개
사업

우리정부

타당성

분담사항

조사

▪태국 ACMECS 및 라오스 관개국과 협업
▣ 캄보디아 관개시설의 타당성조사: 2M USD
▪캄보디아의 KOICA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협업
▪태국 ACMCES 및 캄보디아 관개국과 협업
▣ 태국의 적정관개기술과의 협력 프로그램: 0.5M USD

세부

(4.5M

▪태국의 기존 관개기술과의 협력 지원

내용

USD)

▪한국 ICT 고려한 관개기술의 수출 잠재력 조사

홍보 및
평가
(0.5M)
수원국
분담사항

▣ ICT, 적정관개기술 등 홍보: 0.5M USD
▪한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비즈니스 포럼 등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 성과 평가

▣ 한-메콩 협의체에서 ACMECS를 통한 펀드 지원과 병행하여 사전타당성조사
를 위한 부문에 한국의 관개기술 전문가 참여
▣ 기타 사업수행 인력 및 예산 확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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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EAN: 연계성에 한국의 참여전략 수립
ASEAN은 지난 2016년 9월, 제28차 ASEAN 정상회의를 통하여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5(MPAC 2025)’를 발표하였다.81) 이는 2010년 수립
된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이자 2015년 말 진행된 ASEAN 통
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MPAC 2025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6가지 실행전략(강한 집중과 목
표, 명확한 거버넌스와 주인의식, 엄밀한 성과경영,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연계,
핵심기술과 인센티브 및 금융지원, 명확하고 연계된 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메
콩 지역 사업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공동체 2025의 청사진과 ASEAN 연계성에서는 역외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적
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역량이 높은 한국의 민간기업 및 NGO 등이 참여하도록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례로 일본이 ERIA와 같
은 연구기관으로 ASEAN 전략 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역내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듯이 한국도 한-메콩 협력을 통하여 메콩 국가의 부문별 전략 수립에 기
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한-ASEAN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
필요하다.

5) ADB의 GMS 프로그램: 공간전략 연계 가능한 로드맵 구축
GM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경제회랑의 구축과 인근 도시지역의 개발 및 이
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
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한 후 지속적으
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노이 실행계획(2018~2022)의 경우 GMS 프로그램으로 구축된 메콩 지역
의 물적 인프라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

81) ASEA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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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GMS 프로그램의 공간(space)전략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도록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
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촉
진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즉 ICT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GMS 프로그램의 공간전략에 한국의 기술이 접목되어
메콩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연계성 강화에 기여하며, 동시에 많은 한국
의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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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이 메콩 지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메
콩 지역의 개발에 참여해야 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양자 간 협력이 아닌 다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메콩 지역 협력체의 현황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메콩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역외 국가의
협력현황과 전략을 검토하였고,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으로 한국과 메콩 협력의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이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향후 한-메콩 협력의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메콩 지역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 UN의 지원은 공산권 확대
에 대응한 전략적 지원에 대한 논의 등 메콩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
역내 협력체의 형성배경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 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콩
개발, GMS 프로그램의 도입 등에 대하여 일본과 중국 및 인도를 고려한 정치
적 측면에서의 논의, CLMV의 ASEAN 가입 이후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가 주를 이루며, 최근 베트남의 성장에 따라 베트남과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한-메
콩 협력의 방향과 추진전략 및 특히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메콩 국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경
제성장과 교역 및 투자 등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와 상호 비교 ③ 메콩 지
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와의 면담 ⑤ 역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문헌 조사 ⑥ 국내
메콩 협력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본문 내용을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배경을 태국,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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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리고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개발격차 완화에 초
점을 두고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
의 현황과 주요 전략을 검토하였다.
우선 메콩강위원회(MRC)는 역내 수자원개발과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
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협력 내용이 거의 전무하나 메콩 지역 수자원 관
리와 지역개발 등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국의 수자원개발과 관개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로 메
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과 연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지역에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현지
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부문에서 MI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 포럼으
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과성을 점검
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체(ACMECS)는 ACMECS 펀드 조성에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
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경제회랑과 남부
경제회랑의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 태
국 ACMECS와 전략적 삼각협력을 통한 참여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메콩 지역 내 일본의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ASEAN의 연계성 전략이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MPAC 2025에서 제시된 6가지 실행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의 연계
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민간기업과 NGO 등이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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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의 영향력이 높은 ERIA와 같은 정책연구기관, 중국의 영향력 산하의
GCMS 연구기관 등을 참고해야 한다.
ADB의 GMS 프로그램에서는 구축된 물적 인프라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도시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
스 파트너십 등 국경 간 협력 플랫폼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역외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의 메콩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
하고 협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금액, 수자원개발, 빈곤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중심사회, 기후변화, SME 비즈니스, 경제회랑, 생
산역량,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등 부문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
력하였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도 제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개발계획에 따
라 2006년 씽크탱크(Think Tank)인 ERIA를 설립하여 메콩 지역을 포함한
ASEAN의 정책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미
국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하여 메콩 하류 국가와의 협력
체(LMI)가 만들어졌고, 최근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를 위하여 LMI의 활동을 부각함과 동시에 역외 국가(메콩 우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차 정상회담(LMC)을 통하여 ‘일대일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협력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
고 있다. 2016년 ERIA와 유사하지만 협력 방식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연구기
관인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출범시켰는데, 메콩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의 협업 및 정례화로 LMC의 협력의제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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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와 ASEAN 협력전략과 방식에 대한 지
속적인 이해와 존중 및 한국의 차별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략적
LMI, 중국의 실리적이고 대규모 투자 중심의 LMC, 일본의 전략적 협력(도쿄
전략, 녹색메콩) 등 다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함께 한국
의 3Ps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ASEAN 협력 틀과 조화를 고려하여
필요시 한-ASEAN 채널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한-메콩 다자 협력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태국과 CLMV 국가 중 높은 경제성장률과 산업발전으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여전히 ASEAN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로 구분하여 한국과의 무역, 투자, 인적교류, 개발협
력 등을 살펴보고 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우선 한-메콩 협력은 다자 협력을 의미하며,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
관회담 이후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MI만을 통하여 한-메콩 협력기금
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의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국가와는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다자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선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
의 교역과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철강·메모리·석유화학·기계·전
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적교류가 늘어나고 있어 인적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활동이 증
가하는 상황이다. 베트남과의 교역은 680억 달러로 ASEAN 국가 중 제1의 교
역 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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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국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
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투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라오스에 고용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국별 특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베트남은 휴대전화, 전자제
품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대상국이다. 태국의 경우 태
국정부의 정책(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 이 지역의 인적역량의 질을 보다 향상시
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
유함으로써 메콩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경험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경제 구축
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국별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지
양하고 타 공여국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며, 한-메콩 간 지속
적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메콩지역협력전략(RPS: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수립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추진전략 및 크게
세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방향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신
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메콩 지역의 개
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추진전략을 단기·중기·장기로 살펴볼 때, 우선 한-메콩 정상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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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메콩의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 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도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
의 필요성을 충족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
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자 간
개발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생협력의 플랫폼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발전
(Grow Mekong)’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
학기술 등 지속적으로 공동의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
을 검증하는 틀을 갖는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효과
성을 엄밀히 검증함으로써 메콩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
다.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참고할 수 있
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현상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 및 투자협력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를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
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하여 메콩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자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
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창업지원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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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품에 대하여 한국
기업의 기술지원(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으로 제품화하여 수출로 연계 가
능한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 부문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
이 중요하므로 메콩 지역 금융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일본의 글
로벌금융협력센터를 참고할 수 있다.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메콩발전에 기여하는 협력방안을 발굴하
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와 한국 및 북한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평화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전반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이들 협
력체와는 협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MRC의 수자원 협력 플랫폼과 한국의 ICT 분야 협력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
리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이 보다 증가할 것이다. 또
한 MI를 통한 메콩 지역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 기술력을 높여주는 부문에서
훈련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다. 태국 ACMECS를 통한 삼각협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
해야 한다. 일례로 정부는 ACMECS 사업 중,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
야의 펀드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 협력을 통하여 ASEAN 연계성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과 ADB의 GMS 프로그램에서 공간전략과 연계 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하
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
제회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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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메콩 지역 국가 출장 회의록
1) Asia Vision Institute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참석자

2019년 8월 12일
PGCT 센터 Asia Vision Institute 사무실, 프놈펜
Keo Piseth 소장, 김태윤, 안동환, 지성태, 윤태연 교수, 김범석, 이용은 연구원
1) AVI 소개
(1) 목표
- 캄보디아, 메콩 지역 그리고 아시아 발전을 위한 장기적 개발전략 수립 및 연구
- 캄보디아 정부 산하 첫 싱크탱크
(2) AVI의 캄보디아 내 위치
캄보디아 정부 Council Ministry 직속산하, 자문 역할의 싱크탱크
역할: 사회 개발을 위한 Conceptual Design modeling 수행
특정 사회, 환경, 경제 이슈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 자문
2) AVI 프로그램
(1) 100 Model Villages
- 캄보디아 100개 마을 대상으로 소득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해법 제공
프로그램이다. 마을 지도자와 지역별 특색 산업 종사자 선정 후, 역량강화 연수를

회의
내용

실시한다.
A dot-connecting strategy: 25개 주(province)에서 4개 마을씩 선정하여 프로그
램 보급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 주정부 기관 담당]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 및 특산물 중심의 마을 개발
시행
예시) 관광 산업 및 어업이 발달한 또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에는 어업 관련 인
프라 제공 및 도로 신설 지원
(2)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업하는 기타 프로젝트
-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 국가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교통
인프라 부문 300만 달러 지원
- 헝가리 정부기관: 캄보디아 내 국가사업 및 지역 개발로 인한 이주민 지원 사업예
산 지원
(3) 역량강화 프로그램
Young digital leader program: 기업가 초청연수
digital economy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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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개최
인적 네트워크 교류
인턴십 및 트레이닝 단기 코스 교육 실시
캄보디아 국내외 정치 증진을 위한 Young Political Program 실시(다양한 시작에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이슈 교육)
3) 분야별 접근
(1) 농업개발 이슈
지역 커뮤니티 및 마을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 수립(지역 및 마을 단위 비교 우위
분야 선정)
지역 주민 참여 독려를 통하여 지역 프로젝트에 주인의식 부여
농업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 및 마을별 사전 시범 시행
(2) 에너지 개발 이슈
2030년까지 모든 마을에 최소 1가구 이상 전력 공급을 목표
현재 라오스와 베트남으로부터 전력 수입 의존
캄보디아 남서 해양 지하 원유 탐색
원전개발을 위한 계획 단계(러시아 정부로부터 도움)
4) 캄보디아 내 댐 건설 이슈
(1) 수력 발전에 대한 입장
지리적 정치 이슈
댐을 개방할 시, 캄보디아 메콩 및 톨레삽 호수 하류 지역 그리고 베트남에 홍수 발생
톨레삽 호수에는 어업과 쌀농사가 지역 주민에 큰 산업
물의 흐름이 건기 기간 동안 반대로 바뀜
(2) 수력 댐 건설의 예산 재원
대부분 중국 정부 지원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연구기관에서 지원
대중 인식: 댐 건설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댐 건설 주장
5) 대외 관계
(1) 중국과의 관계
국제 협력 사업 및 연구 진행
란창-메콩 협력(LMC)은 캄보디아 내 큰 영향력을 끼침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금액 지원
(2) 태국과의 관계
2008~2009년 사이에 국경지역 마찰이 있었음
하지만 그 이후 원만하게 해결되어 새로운 상호존중 접근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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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M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환경 파괴
인권 유린 이슈
메콩강 및 톨레삽 호수 유역 주민과의 갈등
오염 이슈
하지만 대중의 시각은 ‘환경’보다는 ‘국가개발’ 옹호 분위기
(4) 문화와 평화적 ASEAN 연계성
메콩국가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무역, 비자 제도, 관광, 문화교류, 반인종차별 접
근방법 협력
6) 한-메콩 협력에 조언
한-메콩 협력만의 고유한 정책, 테마 및 특색이 있어야 함
중국은 메콩 국가에 공격적인 투자
일본은 세밀한 미래협력계획 및 개발 전략 수립
KOTRA 및 기타 한국 기관과의 협력은 프로세스가 너무 느림
한국의 캄보디아 내 약한 부동산 지식
ASEAN 국가와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 및 지식공유(역량강화 초청연수) 진행 필요
더 발전되고 규모가 큰 무역 및 관광 교류
비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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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kong River Commission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참석자

2019년 8월 13일
Mekong River Commission office, Vientiane, Lao PDR
Anoulak Kittikhoun 박사, 김태윤, 안동환, 지성태, 윤태연 교수, 김범석, 이용은 연
구원
1) MRC 소개
(1) 역할
- 환경 분석 및 영향 평가 분석
- 타당성 평가 리뷰
- 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음
(2) 파트너십
- Dialogue partner: 중국, 미얀마
- Development partner: 펀딩 및 프로그램 지원국 및 기관
- Regular partner: MOU, Agreement 맺은 국가 및 기관
(3) 메콩강 현 상태 평가
- 자연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빠른 자연 회복력
- 댐 건설은 단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밝혀진 것이 없음
- 오히려 장기적 영향은 엘리뇨(El Nino) 현상이 더 큰 영향을 줌

회의

(4) 홍수 모니터링, 예보, 가뭄 방지 프로젝트

내용

- MRC의 파트너 국가 교수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참여
(5) 메콩 델타 지역 내 MRC의 역할
- 모니터링과 예보만 진행
- 정치적 중립 유지
2) MRC와 국제사회의 협력
(1) 일본과 협력
- 관개시설 설치 및 보존 프로젝트
- 가뭄 및 홍수 방지 프로젝트
-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 MRC와 일본은 장기간 Development partner국 유지
(2) 중국과 협력
- MRC는 메콩강과 중국 사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란창-메콩강 수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댐 및 란창강 정
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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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알림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일반인에게 정보공개가 되지 않지만, 예보 관련 정보는 공개됨
(3) 한국과의 협력: KDI의 KSP 사업(2017~18 수자원 안보 및 개발 관련)
- 2018년에 공동리포트 작성 완료
- 한-메콩 협력은 정상회의 수준이 아닌 장관회의 급
- 하지만 올해 11월 정상회의 시행 예정
(4) MRC 전문가 회의
- 메콩강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워크 접근
- 한국-메콩, 중국-메콩, 일본-메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현 메콩강의 상태
(5) 국제 및 지역 NGO와의 협력
- 관련기관 포럼 초청 및 개최
- River International과 같은 기관과 공동컨설팅 진행
(6) 전략적 프로젝트
- 주요 공여국과 진행
- 스위스, 스웨덴, 독일, 호주, 유럽연합
(7) 사기업과의 협력
- 한 번도 진행된 바 없음
- 공공기관에서만 펀딩 지원받음
3) 메콩강 댐 건설
(1) 메콩강의 댐 건설 진행상황
- 란창강의 댐 건설은 대부분 완료
- 최소 8개가 캄보디아 내 더 건설될 예정(저장용)
- 라오스의 사야부리주의 댐 건설은 대부분 완료
- 라오스 참파삭주의 댐 건설을 진행 중
- 참파삭주 인근 댐 두 개는 타당성 조사 완료
- 사야부리주 위쪽 지역에 댐 하나 더 건설 예정
(2) 라오스 전기 사용
- 라오스 내 전기 공급은 99% 가능하며, 나머지 전력은 주변국에 수출
- 베트남의 몇몇 지역에는 전력 공급선 설치 미비로 인하여 수출 제한
(3) 베트남의 메콩델타 지역의 염분화 이슈
- 댐에 의한 염분화 진행에 대해 학계에서 논쟁이 많음
- 몇 개의 댐으로 인하여 큰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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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kong Institute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참석자

2019년 8월 14일
Mekong Institute office, Khon Kaen, Thailand
Watcharas Leelawath 소장, Pornwilai Pumira 선임연구원, 김태윤, 안동환, 지성
태, 윤태연 교수, 김범석, 이용은 연구원
1) Mekong Institute
(1) 소개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형태
2016~2020까지 3개 중점 분야: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Electrical Development
연계성(Connectivity) 중시
(2) 기금
스위스 SIDA, 태국 정부, 일본, 한국, 미국, 유럽에서 지원
한국 자금은 2014년부터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협력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음)
100% 국가 ODA 자금
스위스 SIDA 자금: coffee/rice production connect to regional trade border
to border 진행
(3) 삼각 협력
태국 정부 및 기관과 선진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회의

정부와 삼각협력(Tri-lateral Cooperation) 추진

내용
2) 프로젝트
(1) Cross border Trade Agreement(CBTA)
란창 및 메콩강을 끼고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기에 국경무역제도 및 정책이 중요함
MI는 CBTA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역할 수행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2015년에 중국 및 메콩 5개국이 모두 CBTA에 동
의함
물류 및 유통 관련 정책 및 제도 표준화
-> 태국에서는 11톤 트럭이 라오스를 넘어가지 못함. 라오스는 9톤 이상 트럭은
제한됨
90명의 접경지역 정부 관계자 및 정책 자문관 초청
물류 및 유통 고위급 산업 종사자 초청 연수 실시
(2) 5년 개발계획(2016~2020)
IT 기술 기반의 농업(디지털 농업, 생산성 증대, 식품가공기술 발전)
2020 신전략계획 발표 예정
발전된 디지털화 프로젝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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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LD-EWEC project: 농식품 공급 가치사슬 개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참여
라오스 예시: Rice miller 기술 발전을 통한 라오스 GAP 개발
베트남 예시: 커피 농사 -> 비료회사 및 가공 회사 -> 품질표준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체계 수립 -> 생산성 증대 농사기술 접
목 (커피와 후추 농사: Double plantation) -> 상품 가치, 생산 가치, 판매액 가치
의 상승
(4) 장기 프로젝트 (기간 1년 단위 이상)
실질적인 결과 기대
식품안전 표준화 및 정책적 정착화 프로젝트 (뉴질랜드 정부 지원)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
캄보디아 전문가 뉴질랜드로 교육 파견
캄보디아가 직면한 식품안전 이슈 논의
뉴질랜드, 캄보디아 그리고 기타 국가 전문가(MI 포함) 논의
전문가 및 산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시행
(5) 초국경 수자원 협력
수자원 전력 관리 -> 기후변화 대응 교육
기후변화에 집중하여 각 분야별 대응 교육
MRC와 일부 협력하여 MRC 사업 지원 (MRC와 파트너 관계)
3) 한-메콩 협력
(1) 한국과 MI와의 교류 (계획 단계)
기업가 초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정기적 학생 교류 (초청 연수 및 인턴십 진행)
매년 메콩 포럼 실시
(2)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국 외교통상부 주최
매년 파트너를 바꾸어 개최하기에 항상 MI가 주최 측으로 참석하지 않음 (개최지에
따라 지역파트너가 바뀜)
(3) 한-메콩 기금
유럽 및 미국 자금보다 유연하게 사용 가능
- MI가 바라는 한국과의 협력 분야는 무역, 물류와 정보통신 분야
4) 란창-메콩 협력과 MI
(1) 란창-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메콩 5개 국가 기업가 및 중국 기업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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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유통의 E-commerce화 집중
(3) LMC National Coordinator 역량강화 교육
정부 관리인 초청연수 진행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관리 역할 교육
국가 공동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 및 모니터링법 교육
(4)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유난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
전기 공급기관 (중국 남부전력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수행)
에너지 정책, 리스크 관리, 발전소 관리감독
본부는 중국 쿤민에 위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관리 교육 (태국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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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iland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참석자

2019년 8월 16일
태국 외교부, 방콕, 태국
Kundhinee

Aksornwong

국장(Division

of

Economic

Relations

and

Cooperation), Wasin Keatpaitus (Third Secretary), 김태윤, 안동환, 지성태, 윤태
연 교수, 김범석, 이용은 연구원
1) ACMECS의 메커니즘
(1) ACMECS 소개
- 2003년부터 교통, 농업, 교육, 무역 등
- 8개의 실무그룹으로 구성
- 3개 중점 분야: Connectivity(인프라, 하드웨어 개발, 멀티모델 철도, 경제 코리
도 형성), Synchronize(규칙 및 규정, 사용자 정의 등), 지속 가능한 ACMECS
(인류와 사람, 인류와 자원, 인류와 환경)
- 2018 ACMECS 정상회담
- 마스터 플랜 : Pillar of Connectivity 프로젝트 목록 중심으로 구성
- LMC 아래 Global Center for Mekong Studies for Thailand 설립
(2) 자금 구성
- 참여국의 협력 및 기부금으로 2억 달러
- 6개국의 개발파트너: 호주, 미국, 일본, 한국, 인도, 중국(추후추진 파트너: ADB,
MRC, 뉴질랜드…)

회의
내용

- 한국과의 ACMECS: 공동개발계획(ICT, 수자원 관리, HRE에 중점을 둔 협력 지
역 지정)
(3) 수자원 관리 분야
- 다른 분야보다 태국이 중점적으로 투자는 분야
- 선진국의 수자원 관리 경험과 기술을 받아 뛰어난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착화 목
표
- 중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1~2주 내 연락, 국
가 간의 핫라인 개설 진행
- 메콩강에 대하여 MRC 및 MRC 회원국과 MOU 체결하고 데이터 공유
- 중국, 라오스 및 기타 국가들의 댐 건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하
는 태국 정부의 자세
2) 한-메콩 협력
(1) 한-메콩 외교부장관급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발전
- 협력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올해 2019년 첫 정상회의 급으로 격상되어,
추후 실질적이고 진취적인 협력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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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 지원
- MKC(Mekong-Korea Cooperation)는 2015년 백만 달러에서 점차 2백만 달러
그리고 3백만 달러로 증가
(3) 한국 정부의 3P 정책(People, Prosperity, Peace)
- 양국 모두 ‘People’에 중점: 관광 교류, 스마트 관광, 문화 교류
- Prosperity: 비즈니스 포럼 개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또한 태국 외
교부 주최 비즈니스 포럼이 7년이 넘음
- Peace: 사회경제개발을 위해 주변국와 평화 유지 중시
-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정치 및 안보 이슈에는 중립 유지
-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참여 예정
-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적극 동참 예정이며, 태국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에 피해를 입는 중
3) 메콩과 다른 국가의 협력
- 2020년이 되면 인도-메콩 협력 20주년을 맞이함
- 한국, 일본, 중국과 메콩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다양한 재원이 존재
- LMC(Lancang-Mekong Cooperation)는 특별 기금
- MKC(Mekong-Korea Cooperation)는 2015년 백만 달러에서 점차 2백만 달러
그리고 3백만 달러로 증가
- 태국국제협력단과 다른 국가 원조기관과 공동협력으로 주변국, 아프리카 및 기타
개발도상국 원조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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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Mekong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KIM Taeyoon, AN Donghwan, JI Seongtae, YOON Taeyeon,
MAHASUWEERACHAI Phumsith, LEE Yongeun, KIM Bheomseok, and KIM Nari

Considering the meaning of Korea’s full participation in Mekong
development, this study provides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Mekong regional partners by reviewing the Mekong development
strategies from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process,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Mekong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was sought. The interviews with policy authorities
and experts through on-site surveys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and
specific measur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kong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This study includes ① analysis
of economic growth, trade and investment status by using statistical
data of the Mekong countries, ② comparison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③ interviews with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Mekong region.
Previous research includes the historical context of Mekong
development, the strategic support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communism with UN’s support in the 1950s, and discours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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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the cooperation in the Mekong
region mainly from Thailand’s perspective.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initiat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created discussions on the political side of Japan, China, and
India in the late 1990s. The CLMV countries’ accession to ASEAN
and subsequent regional development gaps were the essential issu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Mekong region.
The Mekong River Committee (MRC) is one of the leading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serves as a primary platform
for Mekong regional water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has little collaboration with MRC,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operation strategy focusing on poverty reduction by
considering a regional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to take advantage of Korea’s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nd
irrigation experience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based joint
research.
The Mekong Institute (MI) ha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the Mekong area, which has a significant advantage in establishing a
local network. A strategy is needed to promote education programs
using specific cooperation areas and link them to business forums.
It is also essential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Mekong
Cooperation Fund and to set a better direction.
Thailand’s Mekong Economic Cooperation (ACMECS) is looking
forward to Korea’s involvement in funding and will use these
resourc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energy
in the country. In particular, it seeks to develop the road,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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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 and energy sectors of the East-West Economic
Corridor and the Southern Economic Corridor. Korea can consider
triangular strategic cooperation with ACMECS.
As ASEAN’s connectivity strategy has a grea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egion, Korea should devise a strategy
to participate in projects that enhance linkage with the Mekong
reg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six implementation strategies
presented in the Master Plan of ASEAN Connectivity (MPAC 2025).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Korean private
companies and NGOs to make full use of the Korea-Mekong
alliance. For example, policy research institutes such as Japan’s
influential ASEAN Institute (ERIA) and China’s Influential Mekong
Development Research Center (GCMS) can be referred to.
Besides, ADB’s GMS program emphasizes the spatial strategy to
operate the existing physical infrastructure so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an consider participating in various areas
such as city networks, industrial clusters, business partnerships,
cross-border cooperation platforms, etc.
Since 2009, Japan has promoted the Japan-Mekong Summit and
expanded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to strengthen its connectivity
to support its companies’ entry into the Mekong area an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framework of ‘Green Mekong’. The positive
image was solidified by increasing th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Japan’s Asian development strategy has established a think tank,
ERIA, in 2006,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SEAN’s
policy-making process, including the Meko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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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Lower Mekong Initiative
(LMI) with the Mekong downstream nations through its ‘Return to
Asia’ policy, and has been slow for a while, and recently
strengthened the India-Pacific cooperation to highlight LMI’s
activities to cope with China’s influence in the region. Emphasis is
placed on a partnership with other counties such as Japan, Korea,
Australia, etc.
China is pursuing practical coopera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one-belt-one-road” policy through the 1st
Lancang Mekong Cooperation (LMC) Summit in 2016 by responding
to the US-led India-Pacific strategy. In 2016, the Global Mekong
Research Center (GCMS), a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similar to
the Japanese-led ERIA, was launched differently.
ROK-Mekong cooperation means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promotion of the 1st Korea-Mekong Summit in 2019 will be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such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 ASEAN. However, until now, only the Mekong
Institute (MI) has been carrying out the Korea-Mekong Cooperation
Fund as a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utilize various Mekong regional cooperation bodies, and at the same
time,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cooperation agenda to
promote multilateral cooperation.
Thailand has relatively little trade and investment with Korea in
comparison to its geographical advantage and scale. Most of the
trade is in industrial and some consumer goods such as steel,
memory, petrochemical, machinery, electronic device par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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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s. As human exchanges continue to increase, on the other
hand, cooperation activities have been active in the area of 
human
capacity.
The annual trade with Vietnam is about $ 68 billion in 2018,
making it the first trade partner among ASEAN countries. TV
(OLEDs), LED displays, and memory semi-conductors used in mobile
phones and digital camera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Korea’s
investment and human exchanges have increased rapidly.
In Cambodia, Laos, and Myanmar, trade has generally been
focused

on

clothing,

sewing,

construction

equipment,

and

agri-foo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ocusing on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Myanmar’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nd

mining

investment,

Lao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and Cambodia’s construction
industry, are in progress. The ROK introduced a new employment
permit system in Laos in 2018.
Vietnam can be a major partner in the global value chain focusing
on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products. In Thail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convergence and innovative
sectors such as policy 4.0, ICT, and creative economy. In Cambodia,
Laos, and Myanmar, there is a continual increase in human
exchanges, so tha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capacity by linking with higher education.
Overall, it is vital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kong by
sharing Korea’s experiences i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dentifying potential projects that will help build a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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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ransitional countries are
important in the near future. When establishing the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RPS), It is necessary to think strategically, such
as avoid the overlapping projects with each country and use the
Mekong Regional Cooperation, but also cooperate with other
donors or triangular cooperation with the Mekong country.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e direc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of the long-term win-win cooperation of Korea-Mekong
cooperation and three win-win measures.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should contribute to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of
ASEAN and to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 other words, afte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demand of the Mekong region and the capacity for win-win
cooperation in Korea, the Korea-Mekong Summit will continue to
create conditions to harmonize the development demand of the
region with our supply capacity. When looking at the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start a full-fledged collaboration by establishing a branding strategy
for the Korea-Mekong Summit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various
ways that can be linked with the Mekong Regional Partners. Based
on this, it is desirable to seek strategic linkag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at the same time,
Korea’s Mekong cooperation should meet ASEAN’s need to bridge
the development gap, leading to common prosperity. In the medium
to long term, it should lead to raising Korea’s influential in Asi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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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s.
As a concrete plan for win-win cooperation with the Mekong
region, it is proposed to have three win-win cooperation platforms.
First, we suggest the “Grow Mekong” platform, which is a platform
for policy research and pilot project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It has a framework for continuously developing joint
research and policies such as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Mekong area and verifying its
effectiveness as a pilot project. In the short term, Korean and
Mekong regional experts will jointly conduct long-term research in
each sector, contributing to the agenda of the Korea-Mekong
Summi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scientific and objective
research and the rigorous verification of its effectiveness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necessary for Mekong development.
You can refer to Australia’s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CIAR). In terms of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anerjee, Duflo, and Kremer, who won the 2019 Nobel
Prize in Economics, can be considered.
Second, we propose the term “Finance and Invest the Mekong”, a
platform for financi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which is a
government-level support platform that can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SMEs seeking to enter the Mekong region. This platform should
allow for a preliminary survey of the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and the potential for investment. It should facilitate investment in
appropriate technology developed locally linked with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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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support funds in Korea. The primary product produced in
the Mekong region may be considered as a way to be connected to
exports by commercializing Korean companies with technical
support (e.g., packaging, processing, branding, etc.).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cto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mutual
cooperation are important such as Japan’s Global Financial
Cooperation Center, which supports capacity building for financial
officials in Mekong region.
Third, we also propose a platform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Mekong-Korea Peace Economy”. In the short term,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kong and to use
this result to link the cooperation platform where Mekong,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ight jointly participate. For example, by
incorporating North Korea into global value chains of major
industries such as agri-food, clothing and sewing industries, and
electronics industries, i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lay the
foundation for a peaceful economy in Asia.
Based on this basic cooperation platform, we propose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overall cooperation with the Mekong
Regional Partners. We look forward to enhancing Korea’s status in
Asia by contributing to reducing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and
achieving the UN’s SDGs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oadmap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with Mekong
regional partners.
First of all, the MRC’s water resource cooperation platform and
Korea’s ICT and big data should be considered. If scientif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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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ata on local topography and water resources are accumulated
in both society, the private sectors’ activities will be increased. The
Mekong Institute (MI) should be used to strengthen the human
network by expanding exchanges with Korea experts through
training programs and business forums in areas that enhance food
safety and processing technology for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 strategy should be devised to maximize the leverage of triangular
cooperation through ACMECS, Thailand’s Mekong Economic
Cooperation. For exampl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engage in
people-centered human exchange and cultural funds in the
ACMECS project, while at the same time linking our private
companies to work in the Mekong reg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SEAN’s connectivity
and a roadmap that can be linked to the spatial strategy in ADB’s
GMS program. For example, building a city network, activating
industrial

clusters,

fostering

cross-border

cooperation,

and

solidifying strategic business partnerships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stablished economic corri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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