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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프로그램은 최근 무역과 투자를 연계한‘하나의 소규모 경제권’화,

G

ESCAP 등의 적극적인 관심, GMS 각료회의 정례화, 최초의 GMS 정상

회의(GMS Summit) 개최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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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게다가 GMS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개발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차이나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점과 메콩강 유역국의 ASEAN
과의 연계성 및 우리 경제와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메콩강 유역개발은 그 잠재력과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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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硏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硏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硏究報告書,
월간『KIEP세계경제』, 반년간『對外經濟硏究』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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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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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중국 윈난성 태국과 인도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
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풍부한 자연자원 발굴을 통해 이 국가들의 경
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메콩
년

강 유역개발사업은

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확대메콩유역 정상회의
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콩

강 유역개발의 핵심사업이자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진된 지

프로그램은 추

년이 경과되었고 최근 중국과 일본의 활발한 참여

의 적

극적인 지원 유역내 협력기반 강화 등을 배경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
니다
메콩강은 동남아 최대의 강이고 그 유역 또한 한반도 면적의
남한 인구의 배가 넘는 큰 규모

년 현재 억

배와

만 명 입니다 또

한 메콩강 유역국가들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성장잠재력이 크
며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년대 이후 성장과 기회의 지역

프로그램을 위시한 많은 메콩강 유역개발사

업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들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인프
라 프로젝트라는 점 메콩강 유역국의

과의 연계성 및 한국의 중

요한 경제협력대상지역으로의 부상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콩강 유역개발은 소지역 경제권 개발 개발협력의 시험
장 역할 유럽지역 이외 국제하천개발의 이정표로 부상 인도차이나지역
의 신뢰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등 그 의의 또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은 크기 않은 실정입니

다 유역개발사업 특히
포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재 캄보디아의 캄

트라핑로포

도로개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추진되어 온 메콩강 유역개발에 관하여

여 년 동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가

하고 개발방향을 전망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제고 수출입
업체나 투자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제시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년

을 지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메콩강 유역개
발사업 중 규모나 가능성 상징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사ㆍ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에서 동남아지역을 연구하는 정재완 전문연구원과 권
경덕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도움
을 준 고려대학교 박인원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가 동남아경제와 메콩강 유역개발에 관심이 있는 정책입안가와 연구자들
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합니다

년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번째로 큰 강인 메콩

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
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강 유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본격적
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로나 철도 에너지 통신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반도 면적의

배와 남한

인구의 배가 넘는 규모를 가진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나 구체화되고 본격화된 것은
개발은행
사업

년 아시아

이 주도가 된 확대메콩유역

개발

프로그램 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를 전후하여 메콩강 유역

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메콩강위원회
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
차이나 종합개발포럼

사업

가 주도가 되는 사업
통합 이니셔티브

인도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주로 메

콩강 유역의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통신망 정비 관광 개발 등 인프
라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발사
업들은 同 유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풍부한 자연자원 발굴을 통해 유
역국가들의 경제개발과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
다
이 중

프로그램은 메콩강 유역개발의 핵심사업이자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당시

주도로

프로그램은 운송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관광 교역 및 투자 통신부문 등 개 분
야

여 개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메콩강 유역개발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부분의

년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 개발자금

동원의 한계 유역국가들의 경제적 및 기술적 능력 부족 국제사회의 관
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연된 적도 있으나

년대 들어 동아

시아경제의 회복과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 본격화 역내 협력의 강화
의 지원 확대 등으로 다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메콩강 유
역개발은

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다자

간 및 양자간 정상회담이나 이 국가들과 한국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항
상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프로그램은 최근 무역과 투자

를 연계한 하나의 소규모 경제권 화
각료회의 정례화 최초의

등의 적극적인 관심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인프라 프로젝트라
는 점 메콩강 유역국의

과의 연계성 및 우리 경제와의 상호보완

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당연히 메콩강 유역개발은
그 잠재력과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본 보고서는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제
고 수출입업체나 투자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
한 정부의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과거

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

프로그램은

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또 메콩강 유역개발사업 중 규모나 가능성 상징성 등의 측면에
서 가장 중요한 바

프로그램을 조사ㆍ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프로그램을 성과와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점검

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대상시기는

년 최초 추진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프로그

램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메콩강 유역내 역내 교역과 투자추이도 살펴보

았다 조사ㆍ분석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와 각 추진주체나 관련 전문가
와의 면담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출장을 통한 전문가와
의 면담과 인터뷰 세미나 참석 현장답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작
성되었다
프로그램 중

년까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운

송부분의 도로 연결 프로젝트와 각종 작업반이 설치되어 제도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관광분야이다

년 이후로는 인프라 연계를 포

함한 다부문 프로젝트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동서경제회
랑과 남북경제회랑 등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의 정례화

개의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년

월 개최된

를
과

각료회의

내 전담부서 및 유역국내 사무국 설치 등도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또 서부대개발을 위해 윈난성 등을 본격 개발하면서 메콩
강 유역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년부터
약

년 월까지

여 년간

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자금은
가 투입한 자금규모는 억

달러이고 그 외 유역국가들이 약 억
원기관이 억

에 따르면
만

만 달러 주요 지원국이나 지

만 달러를 투입하였다

여 년이 지난

프로그램은 ① 역내 협력 및 유역 개발의 핵심인

수송망이 많이 개선되었다 ② 재화와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중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③ 풍부한 노동력
을 활용할 인적자원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④ 경제개발 및 투자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전력의 공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⑤ 최초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협력 강화와 유역개발 활성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관심도도 크게 높였다는 점 등에서 평가를 받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프로그램 추진

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진척

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인프라부문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도로 해운 공항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빠르
게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분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 무역 원활화 등의 소프트 인프라분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
합적으로 보면 최근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 계획이나 예정과는 달리

프로그램은 당

년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역내 협력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역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직접투자

는 동아

시아 위기 이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 감소되고 있다 세계경제
의 불황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인도차이나시장의 상대적 위축 주요 투
자국인 동아시아국가들이 위기를 겪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
다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개발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역내

협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지원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도
가 낮고 개별 프로젝트들의 낮은 경제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기진출한 태국내 일본기업들의 동쪽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과 서쪽 미얀마 물류망 구축이라는 전략을 지
원하듯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개발은 풍부한 자원 높은 성장잠
재력 최근의 정치적 안정 및 경제개방 확대 역내 협력기반 강화 등으로
인해 향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년을 메콩강 유역개발협력의

이

년

월

년 으로 결의한 데서도 볼 수 있

듯이 국제적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은 다부문에

걸친 인프라 연결망 확충 국경무역 및 투자활성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개선 인적자원 및 기술능력 개발 환경보호 및 공동자원의 지

속적인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 지원 역시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제도 구축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과 개의 경제회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는

년부터

만 달러와

년까지 약

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개 기술지원프로젝트에 대한

억

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

프로그램의 최대 지원국인 일본은 중국의 남진정책이 보

로 있다

다 구체화되고 유역개발의 혜택을 중국이 보다 많이 얻을 가능성이 제기
됨에 따라 중국과 연계되는 프로젝트보다는 동서간의 연계나 소프트웨어
측면에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할 프로젝트로는 제 및 제 동서경제회랑을 들 수 있다 메콩
강 유역개발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정비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하부구조 강화 환경보전 및 분
쟁 강화 등이 필요하다
메콩강 유역개발은 이처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소지역 경제협력
경제협력의 시험장 유럽지역 이외 국제하천개발의 이정표 등 경제적 의
의 또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대외개방으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및

측면에서는 메콩강 유역

은 한국의 큰 시장과 경제협력대상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정된 캄포트
젝트

와

트라핑로포

년 월까지 년 동안

년 지원

도로개보수 프로
만 달러 지원의사를 표명한

만이 메콩강 유역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
인도차이나지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또 거대한 성장잠재력
을 보유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에 따라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관심과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이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서 소외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는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 정치ㆍ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 시점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참여방안은
특히

지원을 통해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참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이다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당장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대규모 자금
이 소요된다는 점과 아직 경제성이 낮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진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의통

합과 단일시장화가 최근 급진전되고 있다는 점 유역개발사업의 경제성
이 최근 많이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입되고 특히 그 중

년 동안 약

억 달러가 투

억 달러는 이미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그 동

기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제고 수
출입업체나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 등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메콩강 유역국
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들의 시장 접근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을 비롯 무역ㆍ투자장벽 해소에 중점을 둔 외교적 노력이 있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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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동남아 최대의 강이자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인 메콩

강은 티

雲南省

벳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성

미얀마 태

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관통하여 흐르는 큰 강으로 세계에서
번째로 긴 강이다
배에 해당하는 약

또한 강 유역은 세계에서
만

의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초당 유량

은 세계에서 번째인 만
<

번째로 큰 한반도의

를 기록하고 있다

1-1>
면

적

유 출 량

국토면적 유역면적 유역/국토 국별비중 연간평균유출량
비중(%)
(km2)
(km2)
(%)
(%)
(m3/초)
중국 윈난성
미 얀 마
라 오 스
태
국
캄보디아
베 트 남
합

계

자료 笠井 利之 編
메콩강의 실제 길이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로 밝히고 있으나 일본문헌 松本 悟
發援助 에는

문헌에는

의 경우

メコン河開發
등으로 나타나 있다

世紀の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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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상류
메콩강 하류

쿤밍

중국

윈난성

비엔티안

태국

안다만海

호치민市

자료 정재완ㆍ권경덕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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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을 접하고 있는 이 국가들과 윈난성의 면적은 약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억
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만 명

만

이며

년 기준 의 인구를 보유하고

배와 남한 인구의 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

중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전 국토의

정도가 메콩강 유역으로 구성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 윈난성과 태국도
메콩강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가까이

참고

이처럼 메콩강은 유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
고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인도차이나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온 것도 사실
이다 특히 중국 윈난성과 태국을 비롯한 이 인도차이나국가들은 지속적
인 경제개발과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로
나 철도 에너지 통신 등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인프라의 확
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이 지역들의 경제개발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 지역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개발은
해저유전이나 광산 등을 개발해야 되므로 기술과 자본에서 한계가 있었
고 풍부한 수력자원에도 불구하고
은 단

년대 초 당시 발전에 이용된 전력

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력개발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메콩강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최초 메콩강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탐사를 실시한 국가는 영
국과 프랑스이며 이들은 미얀마ㆍ인도차이나 식민지배 시절 중국 서남
부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유역개발을 시도하였다 세계대전 이후로는
아시아ㆍ극동지역경제이사회
의 전신 메콩위원회
으로 유역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와 계획이 추진되었다

등을 중심
주도

로 이루어진 개발움직임은 영국 및 프랑스와는 달리 메콩강 하류에서 댐
과 수로를 개발하면 홍수피해를 줄이고 수로가 개선되어 관개농업의 발
전을 가져오며 수력발전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홍수조절전문가에 의해

메콩강 유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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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면서부터였다 당시의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년대 뉴딜정책을 추진 테네시

강 계곡을 성공적으로 개

발한 데서 비롯되었다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며 특히

년대 초반 이후 구체화되었으

년 아시아개발은행

이 주도가
개발사업

된 확대메콩유역

프로그

램 이 시작되면서 구상단계를 벗어나 본격 실행되고 있다 더욱이 메콩강
의 재결성

위원회
협정 체결

및 유역국의 개발

베트남을 비롯한 라오스와 미얀마의 동남아국가연합
가입 등으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가속화되었고

와

도 이러한 움직임

에 동참하고 있어 이 지역은 성장과 기회의 지역 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윈난성과 태국 인도차이나 개국을 포함하는 이 지역들은 개발
초기라는 점 사회경제적 하부구조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 자본이나 기술
력 및 숙련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점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에서 여러 공통된 요소를 보이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 대

외개방정책을 본격 추구하고 있어 역내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
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

융위기 등으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는

년

가 메콩개발사업

을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신

조어로서 오늘날 동남아지역은 물론 전 세계 원조기구 원조국간에 인도차이나
반도 개국을 총칭하는 고유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는

년 월 일 태국의 치앙라이

에서 메콩강 하류유역 개

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대표가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 합의문
에 서명함으로써 재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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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유역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도
로나 에너지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역개
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포함한 광의의 메콩강 유역개발은

년 발생한 동

아시아 금융위기 개발자금 동원의 한계 유역국가들의 경제적 및 기술적
능력 부족 국제사회의 관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연되었으나
년대 들어 동아시아 경제의 회복과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 본격화
역내 협력의 강화

의 지원 확대 등으로 다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메콩강 유역개발은

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다자간 및 양자간 정상회담이나 이 국가들과 한국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항상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더욱이 메콩강 유역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 유역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선 유역국가들은 지
난

년간의 단순 프로젝트 개발과는 달리 메콩강 유역을 향후 무역과

투자를 연계한 하나의 소규모 경제권 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로한

개의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쉽게 알 수 있다
력의

프로그램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키

도

를 보아도

년 월

년을 메콩강 유역개발협

년
으로 결의하였는바

년을 기점으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프로그램 출범

년째인

년 유역국가들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각료회의를 정
례화하는 것과 함께
발 본격화를 위해

월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유역내 협력 강화 및 개
정상회의

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메콩강 유역개발은 그 잠재력과 상징성으로 인
해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콩강 유역개발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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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점 메콩강 유역국의

과의 연계성 및 우리

경제와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제고 수출입업체
나 투자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메콩강 유역개발을 평가하고
그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프로그램

은 유역국 전체의 종합 인프라 개발 즉 유역국들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 중 규모나 가능성 상징성 등
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로그램은 최근 일본과

프

및 중국의 참여 등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인프라 개선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등 구
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추진된 지

년이 경과되었고

프로그램은 또

정상회의 개최 등 개발을 위한 역내

협력기반이 최근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추진전략이 다소 변경되고 있다
는 점에서

년을 전후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년 들어 개최되고 있는 방콕과 워싱턴 콘퍼런스와

중국 따리
러한

에서 개최된 제 차

각료회의를 통해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조사ㆍ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유역개발사업이 이제 본격 추진되고 있고 향후
장기간 지속될 프로젝트이기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메콩강 유
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및 메콩강 유역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시
키기 위한 종합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축
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또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공적개발원조
강화와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지원국가로서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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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연구는

년대 초반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

기 이전까지 본원의 메콩강 유역개발 현황과 한국의 참여방안
산업연구원의 메콩강지역 사회간접자본개발 참여방안
국외로는

등이 있고

자료와 일본의 각종 자료 メコン開發をめぐる動き

등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나 자료는 대부분 유역개발 자체를 소
개하고 또 초기 개발현황을 소개하거나 참여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
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는 메콩강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자료는 주로

의 세미나나 각종 포

럼의 자료집 형식이 대부분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담은 연구나 자료는 없
는 실정이다
반면 본 보고서는 유역개발의 소개나 추진현황보다는
시작된 후

프로그램이

년이 지난 시점에서 메콩강 유역개발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역개발

년을 평가하며 향후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또 유역개발이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성과 분석과 평가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3.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메콩강 유역개발은 추진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
업의 실현 가능성 추진 현황 상징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조사ㆍ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운송 에너지 등 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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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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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넓

은 의미에서의 메콩강 유역개발은 소개에만 그치기로 한다 다만 유역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발의 전망부분과 시사점 도출부분에서는

토대로 넓은 의미의 메콩강 유역개발로 확대 해석하기도 했음을 밝혀둔
다
평가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점

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대상시기는

년 최초 추진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의 전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프로

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메콩강 유역내 역내 교역과 역내 투자추이도
살펴보았다 메콩강 유역개발과 역내 무역ㆍ투자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
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유역개발의 성
과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그동안 없었고 또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역내 무역과 투자를 통해 유역개발의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점도 하나
의 원인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각 추진주체나 관련전문가와의 면담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출장을 통한 전문가와
의 면담과 인터뷰 세미나 참석 현장답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작
성되었다

참석한 주요 관련 세미나로는
제 차 미얀마 양곤 제

차 캄보디아 프놈펜 제 차 중국 따리 과
및
등이 있고 방문한
관련기관으로는

의

과

가 있다 그리고 각국의 개발현

황과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윈난성의 메콩강 유역개발 담당부서와 주요 관련부서 및 일본 외무성 등
도 방문하였다 전문가와의 면담과 인터뷰를 위해 미얀마의 양곤경제연

제 장 머리말

구소

베트남의 경제연구소
캄보디아의 개발자원연구소
태국의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등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

등도 방문하였다 프로젝트 제도구축 신뢰구축 등의 측면에서의 성과와
평가는 문헌조사와 관련전문가의 면담으로 유역내 협력과 국제협력 등
사무국

의 측면에서의 평가는 각국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 장은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존 연
구와의 관계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 유역개발을 개략한 후 메콩강 유역개발 중
프로그램의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및 추진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의 참여 및

년 동안의

의 지원현황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전략 변화와 중점 추진되고 있는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있다 제 장은
년 동안의

년을 기점으로 하여 출범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추진 자체

에 대한 측면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유역내 협력 측면 국제협력
측면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제 장에서는
추진계획 국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 개발계획
원예정분야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중점
와 일본의 주요 지

프로그램을 전망해 보고 순조로운 유역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할 추진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
지막장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메콩강 유역개발의 경제적 의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에서는

여 개의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을 세부 프로젝트별로 소개하고 최근까
지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부록

는 최근 중점 추진되고 있는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프로그램이 초기에는 운송 에너지 등 개 부문으로 분류되었으
나

년을 전후하여 동서경제회랑 등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로 분

류되고 있고 또 과거의 각종 구체적인 사업이 지역에 따라 이들 핵심선
도 이니셔티브에 속하게 되어 시기구분에 의해 프로젝트의 이름이 혼용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각 경제통계자료와 관련 태국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불가능하고 또 통계자료의 발표가 한정되어 있
어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와 정보수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국
윈난성은 국가가 아닌 지방임에 따라 역시 통계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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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콩강 유역개발 개관
메콩강은 중국 서남부와 인도차이나지역을 관통하는 국제하천으로 그
리고 이 유역은

년대 말 이후 체제전환의 성과와 경제성장 잠재성으

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과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이 최빈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국의 메콩강 인접 지역도 경제
개발이 지연되어 있는 등 메콩강 유역은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낙후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을 전후하여

주도의

프로그

사업 등 메콩강 유역의 도로 철도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전

램

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광의의 개념에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은 추진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또

는 이니셔티브 으로 운송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관광 교역 및 투자 통신부문 등 개 분야

여 개 프로젝트로 구성되

며

년대 후반부터는

현재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

국

가들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료회의

정상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는 운송 통신
환경 전력 관광 인적자원 개발 무역ㆍ투자 원활화 등을 종합적으로 개
이

프로그램들은 각 분야별 영문이니셜에 따라 도로분야 프로젝트는

철도분야 프로젝트는
젝트는

내륙수로 및 해운분야 프로젝트는

에너지분야 프로젝트는 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신분야 프로젝트는

항공분야 프로
와

등으로

메콩강 유역개발

발하는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가 있다

둘째

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내륙수운 홍수대책 농업 어업 수력
는

발전과 환경보전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년 월태

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메콩강 유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협
력협정을 체결하고

등도 지원함으로 인해 재구성되었으며

년

월 이후 중국과 미얀마가 대화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년 제 회 방콕

정상회담에서 확정된

ㆍ메콩
사

강 유역개발협력
업으로 목적은 메콩강 유역

신규 가입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역내 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회원

년 월 콸라룸푸르에서

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 각료회의 일명

회의 를 최초로 개최하

여 원칙 과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본격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프라 무역ㆍ투자 농업 임업ㆍ광업 공업 관광 인재 육성
과학기술 등 개 협력부문에 걸쳐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싱가포르 쿤밍

昆明 철도 연결

사업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넷째

년 제 회

리에 의해 제안되어 합의한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총
통합 이니셔티브

의 대 원칙으로는 메콩강 유역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하고 대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상
호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기존

회원국과 메콩

강 유역국간의 교류 및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담과

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는
년 월 열린 제 회
교통장관회
년 월 제 회
비공식 정상회담에 보고된 바 있는데 개의

후보 노선 중 싱가포르 방콕 프놈펜 호치민 하노이 쿤밍 노선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노선은 기존 철도를 개보수하고 현재 단절구간인 태국 캄보
디아와 캄보디아 베트남 구간만 연결하면 가능한 상태이다

제 장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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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의 발전격차 축

소를 통해 신규 가입국의

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동시에
년 월부터

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
년 월까

지 추진될 이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확충 수송과 에너지 인재 육성 역량
개발 고용 고등교육 정보통신기술 육성 지역경제통합 강화 재화 및 서
비스 교역 관세 투자 표준화 등 개 분야
이다

개 프로젝트가 핵심 사업

사무국과 메콩강 유역의 신규 회원국
은

특별팀

년 월

의 진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을 설치하였고 이 팀은

년

월

한 지원과 메콩강 유역의 개발협력을 조정하기 위한
한 바 있다 또한

년

월에는

국가에 대
워크숍 을 개최

개발협력포럼

도 개최하였다
다섯째

년 이후 일본정부의 이니셔티브와 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

는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
으로 이는 사회경제개발에서 지역차원의 협력의 필요성
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재 육성 인프라 확
충 민간분야 자문그룹

의 설치를 통한 무역

과 투자의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인재 육성은
라 확충은

가 또 무역ㆍ투자는

가 인프

이 조정역을 맡고 있다 당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유럽과 미국
및 국제기관이 지원국그룹으로 참가하고 있다
여섯째

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 유역 민간부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하이파이 계획
으로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
진흥을 위한 산업자문지원
이 워크숍에 대해 일본은 일본ㆍ
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종합교류기금

수출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무역원활화 작업반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 프로그램에서 무역과
투자 등 민간분야에 관한 것을

은

관련

이 총괄 주도하고 있다

는

를 가리킨다

와

년 이후 민간분야 자문그룹 개최 역내 각국 및 지역

상공회의소의 네트워크화 인재 육성에 관한 기술협력

에 관한 세

미나 개최 관광 촉진 중소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

는 독일의

자금지원과 전문가 파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인도차이나국가의 지역 및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
업의 품질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수출정책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위한 것으로

는 메콩강 유역국의 역내 무역과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년

월 최초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유역국가들

이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어 생산성이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바

은

와 함께 데이터 통일 국경무역에 관한 절차 간

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곱째

이 주도하고

철도

에서 논의된 바 있는 汎아시아 횡단
사업과 아시아 고속도로

중 인도차이나 구간이 추진되고 있다
한 메콩강 유역 등 아시아지역에 총 만

은 기존

지역을 포함

의 철도를 개보수하여

이를 유럽 및 시베리아와 연결하려는 대규모 철도망 정비사업이다 아시
아 고속도로 구상은 아시아지역의 무역과 관광을 촉진하여 역내 경제개
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제육상수송망 구축사업의 일환이며
에 의해 제안되었다 총

만

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만
는 차선이지만
으로 알려짐

중

지역내

년
만

는 차선 이상이고

는 비포장도로이다 불연속구간도

가 있는 것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이 외에도 일본ㆍ

년의 평가와 시사점

경제ㆍ산업협력위원회
사업 유역내 민간부문 육

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과 유역 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하는 메콩강 유역 인프라 개발사업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는

일본 경제장관회의
를

위한 조직으로

사업은 당초에는

에 가입코자 하는 인도

차이나 각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협력 인재 육성 조직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인도차이나국가들의
과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상을

가입 실현

개 회원국 전체로 확

대하고 회원국의 경쟁력 강화 산업협력 추진 신규 회원국에 대한 개발
협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인재 육성 중
소기업ㆍ지방산업 육성 동서회랑 개발 통계 정비 자동차산업 화학산
업 가전 및 섬유산업 육성 등이 있다
준에 맞는

은 유역국의 경제발전수

산업을 발전시켜 지식격차

를 극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며 일본의 지원으로 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관련기관이
나 비즈니스 공동체의

인식 고취 고급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역내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주요 기관들 정부기관 비즈니스 협회 수출
입업자 중소기업 금융 및 교육기관 등 의 역량 구축 등을 통해 추진되
고 있다

2. GMS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우선 메콩강 유역 개국의 교통 전력

제 장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상호 연결하여 유럽대륙과 같은 하나의 경제
권으로 발전시킨다는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환경보존과 관광
사업 진흥 등에서의 상호 협력 및 공동보조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인력개발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여덟 개 분야별로 협의기구가 조직되어 각기 연
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소위 하드 인프라분
야는 포럼으로 환경 인력개발 무역ㆍ투자 등 소프트 인프라분야는 작
으로 협의기구의 명칭이 구분되어 있다 현재까지 실

업반

제적인 유역내 협력 이니셔티브는 수송 에너지 통신 인적자원 개발 관
광 환경 무역 투자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부문을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선정하기 위해 작업반이 설립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와

년부터 거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역 국

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각료회의

유

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그 중

년 개최된 차 각료

개 분야

회의에서는 수송과 에너지분야 등

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

트를 확정하였다 같은 해 개최된 제 회 각료회의에서는 도로
수운

항공

운수체계

년 제 회 각료회의에서는

등

철도

개의 우선추진사업이 결정되었고
추진 대 핵심전략으로 경제회랑 건설

국경 개방 환경보전 빈곤퇴치 등이 설정되었다

회 각료회의에서는 또

국경간 재화와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기본협정
일
정 마련 메콩강 상류국가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간 상업용 수운협정
체결 등도 이루어진 바 있다
년

회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년간 중점추진을 위한 핵심선도 이

니셔티브 선정과 메콩강 유역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각료회의에서는
표

참고

프놈펜 플랜

년

회

이 채택되기도 했다

메콩강 유역개발

<
시 기

프로그램

2-2> GMS
장 소

제회

제회

〃

요

의

제

ㆍ제 단계 활동계획 승인
ㆍ우선과제로 도로 건설 합의

ㆍ운수 에너지 인적자원 개발 무역 및 투자 관광 등 타
당성 조사 승인
하노이 ㆍ분야별 우선프로젝트 승인
ㆍ고위급 협의 확인
치앙마이

ㆍ수송과 에너지분야 보고서 최종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ㆍ수송과 에너지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
ㆍ도로 철도 수운 항공 운수체계 등 개의 우선
추진사업 결정
ㆍ환경 인적자원 무역 및 투자 관광 등의 조사보고 승인
ㆍ자금조달문제 협의

제회
제회

주

ㆍ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체제 기본합의
ㆍ최우선과제로 인프라 개발 설정

제회
제회

년의 평가와 시사점

쿤 밍 ㆍ각 분야의 우선프로젝트 세부 논의

제회

ㆍ민간자본 동원과
논의
ㆍ원조공여기관과 민간부문회의 의제 선택

제회

〃

ㆍ
논의
ㆍ국경간 재화와 인력이동 자유화 관련 협정문과 일정 등
합의
ㆍ경제회랑 설정 논의

〃

ㆍ 대 핵심전략 경제회랑 건설 국경개방 환경보전 빈곤감
축 도입
ㆍ국경간 재화와 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 일정 마련
ㆍ메콩강 상류국가 중 미 태 라 간 상업용 수운협정 합의
ㆍ
의 역할 강화와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제회

ㆍ

제 회

년 평가와 향후 년간 중점추진 프로젝트 선정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선정
양 곤 ㆍ
정상회의
개최 합의
ㆍ
내 메콩 개발 전담부서 및 각국의
사무국 설치
ㆍ국경간 재화ㆍ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캄보디아 가입

제 회

ㆍ
프놈펜 ㆍ

제 회

ㆍ국경간 재화ㆍ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미얀마 가입
ㆍ고위급 회담
역할 강화
따 리 ㆍ
창설
ㆍ제 차
주요 의제 이행 촉구

자료 정재완

정상회의 의제 선정
프놈펜 플랜 채택

제 장

그 후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와 유역 개국은 수정보완을 거쳐 총 개 협력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분야별 우선사업으로 총
표

참고 총소요재원은

우선사업을 대상으로

억

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나 이 중 최

년 월부터 유역국가 자체재원

지원 여

타 원조기구의 협조융자 등으로 실제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데 수송부문
<

2-3> GMS
단위 건 억 달러

부 문 별
수

프로젝트 수

추정공사금액
최 저 액

최 고 액

송

도

로

철

도

수 상 운 송
항 공 운 송
수송 관련 기타
에 너 지
발전 및 송전
탄 화 수 소
에너지 관련 기타
통

신

환

경

폐기물처리
천연자원관리
기타 환경 관련
인 력 개 발
교역 및 투자
관

광

합

계

주 비고수치는 공사금액 미추정 건수
자료
정재완ㆍ권경덕

에서 재인용

비

고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과 에너지 및 통신분야에서만 약
산되었다

억

는 우선사업부문에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

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자금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주요국을 순회하며 각국의 예비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 국제개발포럼
년

을 수차례 개최하였다

월 태국을 시작으로

해 월 독일

년 월 도쿄

월 벨기에 등에서 또

년 월 서울 같은

년 월에는 일본에서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역 개국의 상공회의소 대표를 주축으로 하
는 민간 주도의 협력체인
의 후원으로

년

도

과

월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분야는 도로망연결 사업인데
당시 태국을 제외하고는 교통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교역과 관광 등의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역내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수송분
야에서는 방콕

프놈펜

호치민

붕타우

도로개보수 프로젝트를 비롯한 도로부문 개 윈난성 라오스
혹은 미얀마 태국 철도 연결 프로젝트를 비롯한 철도부문
강 메콩강 수로개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로부문
과 씨엠립

개 란창
개 프놈펜

공항 확장프로젝트를 포함한 항공부문 개 등

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교통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분야는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망 연
결사업이다 메콩강 유역국가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역은 당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개발되지 않은 풍족한 에너지원을 보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참고 그리고 윈난성의 경우도 수력자원은

미얀마보다 많은 유역내 최대를 석탄도 베트남보다 조금 적은 규모가 매
장되어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나라마다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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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전단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각기 다르고 에너지 공급능력도 차이
가 나므로 汎지역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상호 공동발
전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에너지분야에는 미얀마 태국간 가스관 연결사
업과 쎄콩

쎄산

강 수력발전프로젝트 등

개가 포함되

어 있으나 주요 관심사업은 메콩강 상류와 지류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개
발과 국가간 송전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수요조사와 이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등 기초조사에
주력하고 있는데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잇는 소위 동부회랑
광통신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선정하고 프랑스정부의 지원하에
월까지 타당성 조사

년

를 완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외에도 태국 라오스 베트남 광케이블 연결사업 등 총

개 프로젝트가 추

진되고 있다
<

2-4>
석 유
(억 배럴)

5
천연가스
(조 입방피트)

(2000 )
석 탄
(백만 톤)

수력(MW)

목재(천 톤)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 남
합

계

자료

그 밖에 쓰레기 및 유해폐기물 관리 천연자원 관리 등 총

개 프로젝

트가 추진되는 환경부문 역내 무역촉진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구하는
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무역 및 투자부문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보

메콩강 유역개발

시스템 구축 등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인적자원 개발부문 지역관광

지 개발 등 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관광부문 등이 있다

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프로그램은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 동원의 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년 이후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많이

지연되었다 유역개발의 최대 자금줄인 일본

측면 유역내 최대 외

국인투자국인 싱가포르와 대만 및 한국 등도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유역
내 자금유입이 상당폭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연기되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최대 유망사업으로 꼽히던 수력자원 개발의 경우도 전력
수입국인 태국의 경기침체로 전력 수입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개발 자체
가 연기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년을 전후하여 메콩강 유역국인 태국 등의 경제가 안정되

어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그림

참고 또

년대 중반 이후 인도차이

나국가들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프로그램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서

내 메콩강 유역개발 전담부

가 설치되고 유역 각국에도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와의 경제
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또 서부대개발을 위해 윈난성 등을 본격 개
발하면서 메콩강 유역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년 이전에는 주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

으나 그 후로는 인프라 연계를 포함한 다부문 프로젝트 개발에 우선순위
를 두고 있는 것도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보여진다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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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992~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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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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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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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4.2
13.9
7
9.3
8.1
8.7

13.5
8.5
5.9
6.5
8.4
8.1

12.7
5.3
8.1
7.5
9
8.8

10.5
7.6
7
6.9
9.8
9.5

9.6
6.7
6.9
6.4
5.9
9.3

8.8
4.3
6.5
5.7
-1.4
8.2

7.8
2.1
3
5.8
-10.5
4.4

7.1
6.9
6.8
10.9
4.4
4.7

8
7.7
5.9
13.7
4.6
6.1

7.3
6.3
5.7
11.1
1.9
5.8

8
4.5
5.8
5.2
6.4

주 미얀마는 회계연도 월 다음해 월 기준
자료

.
프로그램 중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운송
부문의 도로 연결 프로젝트와 각종 작업반이 설치되어 제도개선 등이 진
행되고 있는 무역과 관광분야이다
부문별 세부 추진현황 을 살펴보면 핵심 사업들인 도로의 경우 방콕
프놈펜 호치민 붕타우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국별로 진척상황이 상

이하나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두 개의 루트로 이루어진 태국내 구
간은 기존 구간의 확장이 대부분인 관계로 태국 자체 예산으로 빠르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란야쁘라텟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번 국도상의 카빈부리
구간은

부록

싸캐오

년까지 차선으로 확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현황 을 참고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장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구간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 지원하고 있는 퍼이펫

씨쏘폰

구간은

바웻

시작되었고 닉루엉
의 공사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다

구간은
년 완공된 푼쌋

일부 개보수와 씨쏘폰 푼쌋 구간은 현재
이들 공사들은
은

년 공사가

년 월 현재
프놈펜 구간

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프놈펜 닉루엉 구간

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경에서 호치민에

이르는 구간은

년말 현재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마지막 구간인 호치민 붕타우 구간 공사는
태국 방콕 묵다한

년 완료되었다

라오스 싸완나켓

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다낭
와 일본 국제협력사업단

이 지원하는 라오스 구간 공
사와 베트남의 라오바오

동하

다낭 구간 공사는

년

과 베트남 정부자금으로 이루어지는 다낭항 확장 공사 역시

년

완료할 예정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설계가 끝난 제 국제메콩교 건설공사는
금으로

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윈난성 쿤밍 라오스 방콕의

프로젝트 중 윈난성 구간은

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쿤밍 유시
은
이

년 완공되었고
구간

윈난성 구간은

위안지앙

제사회개발계획기간

년 말

구간

가 억 천 만 달러를 투입한 위안지앙 모헤
은

년 완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가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는데

년까지 다시

급 이상의 도로로 개선할 예정이다 태국내 구간도 완공되었는데
구간은

자

차경

이내 다시 확장할 계획이다 반면 라오스

중국 태국의 지원으로

년 공사가 시작되어

년 완

료될 예정이다 다만 제 국제메콩교 건설은 자금지원 등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제 장

의 중국내 구간은

의 지원으로 이미 완공되었으며

억 천만 달러 으로 안닝
롱린

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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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시옹

구간

예정이다 미얀마내 무세
타칠렉

의 차관

구간

은 고속도로로
라시오

과 바오
년까지 개선될

구간과 몽라

켕틍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내 메사이

치앙라이 구간은 이미 완공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연되어 오
던 제 메사이교 건설 프로젝트도

년 월 태국과 미얀마 정부가 합

의함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서

프로젝트는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의 경우

중국내 구간은 양호한 상황이라 베트남 구간만 확장되고 있는데
년 시작되어

지원으로

년 완공할 예정이다 반면

를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미얀마내 라시오 로일렘
도로개보수 프로젝트인

의

프로젝트는
켕틍 구간

은 미얀마 공공사업청

주도하여

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

역시

으로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된 상황이나 현재의 차선인 뜨랏

는 완료하였으나 관심 부족
과 관련하여 태국 구간은 완

핫렉

구간을

년까

지 다시 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구간은
기술지원이

년 예정되어 있고 각각

관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모든 공사는

만 달러와 천만 달러의 차
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로 관련 프로젝트는 대부분 각국의 자체자금과
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 구간 하에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까지 약

의

의 지원
년 말

억 천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철도부문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구체적인 진척보다는 대
부분
구간은

가 완료된 가운데 자본조달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태국과 중국내
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베트남 구간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

나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구간은 어려운 실정이다 단 캄보디아 구간은 싱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가포르 쿤밍 철도연결

년의 평가와 시사점

프로젝트에 포함되기도 하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자본조달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은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윈난성 구간은 독

자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윈난성 구간은 개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베트남 구간은

의 지원으로

가 실시되고 있다

가 완료되었고

역시 영국의 지

는

와 일본의 지원으로

원으로

가 끝났다 반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을 뿐이다
운데

프로젝트들은 계획만 수립되어 있

년 말 현재 노선이 확정된 상태이다 그리고

월의 특별작업반회의

가 끝난 가
년 월 및

와

년

월의

각료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수립되었고 한국국제협
력단

의 지원으로 경제성 자본조달 가능성 승객 및 화물수요조사

등을 포함하는 세부 타당성 검토가

년

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수운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상류 개국간 내륙수운 개발에 대한 큰 진전
이 있었다 우선

년 월에는 란창 메콩강 상류 상업수운협정
에 그리고

월에는 내륙수운 개발에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아직

년

나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나 이 협정 및 합의를 통해 수운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수운
개발에는 내륙수운과 함께 주요 항만 개발도 있는데 현재 캄보디아와 베
트남 및 미얀마의 주요 항구가 본격 개발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시아누크
빌

베트남은 까이란

얀마는 양곤

과 틸라와

티바이

붕타우 미

항 개발이 실제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베트남은 주로 자국 자본투입과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및 외자업체의
로 실시되고 있다
도

방식 등으

은 협정 체결과 합의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세계은행 벨기에 등의 지원으로

난성 구간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와

가 완료되었다

는윈

가 베트남측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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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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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 최근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에 대

은 동서경제회랑

개발과 연계된 다낭항 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낭항은

의 지원과 베트남정부의 자금투입으로

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나머지 개 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프로젝트인 까이란항 개발은
다

지원으로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이

은 베트남정부의 대규모 자금 억 천만 달러 투입으로 활발히
방식으로 외국자본도 참여하고 있다

진행중이며

은 현재

가

완료된 상황이다
항공운송분야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인 캄보디

아 공항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프놈펜 포첸통

공항과

씨엠립 공항이 완공되었고 시아누크빌 공항은 계획 중에 있다
밍공항도 개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신공항 건설과 만달레이
항은

인 쿤

프로젝트 중 한타와디
공항 확장공사는 계획 중이며 양곤공

년까지 일부가 확장된 가운데 추가공사는 중단되고 있다

프로젝트인 제 방콕공항 건설은 공사 중 추가 확장을 위해 설계가 변경
되었지만

년 완공될 예정이다

공항과 호치민 탄손넛

중 하노이

너이바이

공항은 현재 확장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 유역내 신항로 개설은 동아시아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주도로 메콩강 유역 전력시장과 송전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년 월 전문가그룹에 의해 유역국간 전력 연결

및 교류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었고

년

월

정상회의에

서는 유역국간 전력 상호 연결 및 교류에 관한 정부간 협정
이 체결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되었다 이에 따라

과

년의 평가와 시사점

프로젝트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에

너지 개발부문에서는 민ㆍ관 합작사업으로 추진된 라오스의 테운 힌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시 라오스의 남륵
의 협조융자로

년말 완료되었으며 역

수력발전소 건설도

와 일본

년 완공되었다 또 윈난성의 징홍

수력발전

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라오스와 태국으로 보내는 송전사업에 대한
년 월 완료되었으며
세산

남테운

가

와 프랑스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세콩
강

유역 수자원개발조사도

년 끝났

다 메콩강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송전망 조사
사업도 일본정부의 지원하에
되었다 반면

인 탄르윈

에 의해 최근 완료

강 유역 수력개발 및 송전프로젝트를

위해 미얀마와 태국 양국은 양해각서

를 체결한 바 있다 에너지도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투자된 분야이다

년 말 현재 약 억 천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천연가스 수송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야다나 예타곤 라차부리 가

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는 완공되어 각각

년 월 및

년 월부

터 미얀마로부터 태국으로 가스가 수출되고 있다 판매규모가 매년 각각
억 억 달러와 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전력 포럼에서는

송전시

설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평가를 완료하였다 특히 전력포럼은 그동
안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 우선 프로젝트 선정과 제도적 협력에 많이
기여하였다
통신부문은 현재

유역국가간

단계 기간통신망 구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년부터는 통신부문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기간통신망 구축 프

로젝트 단계 사업은 메콩강 유역간 통신기반 시설 즉 광섬유 전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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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통신망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취약구간인
라오스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루앙남타 멩갈라 구간

라오스 캄보디아 팍

세 프놈펜 구간 캄보디아 프놈펜 씨엠립 씨쏘폰 구간 라오스 베트남 싸
완나켓 동하 구간 을 중점 개발한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자본 유치
를 위한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역내 통신 원활화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 규모는 약
스에 각각

만 달러이고

만 달러와 천만 달러를

관광활성화를 위해

는 캄보디아와 라오

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단일 관광권 개발 및 메콩강 관광상품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민간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유역관광포럼
도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 환경 및 자원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
여

프로그램은 메콩강 유역개발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환경문제

에 대한 평가와 유역국간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메콩강
의 수질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주도로 습지보전과 홍수조절

시스템 구축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를 다루
게 될 시스템과 의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환경 관련 프로젝트들은 대
부분

의 기술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하기관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는 유역환
경포럼
시판도네

설립 및 운영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와 라오스의

호 관리 등이 있다

인적자원 개발 관련 유역국가들은

주도로 고용촉진과 훈련을 최

우선과제로 설정하였고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소수민족임을 감안하여
보건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 말라

리아 등 질병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재
배와 복용 근절사업을 벌이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은 태국을 제외하고는
경제발전수준이 낮아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태국도 메콩강
이 인접한 북부와 동북부지역의 교육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역시

가 주로 자금지원을 담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당하고 있으며 그 외 스웨덴과

년의 평가와 시사점

산하기관

등 이 주로 참가

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부문에서는 주로 국경무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지원 및 능력 향상 민간부문 교역과 투자활성화 논의를 위한
창설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라오스 태국 베트남 개국
년 국경간 재화와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

은

였고 캄보디아도

년

월 기본협정문 조인식을 가졌다 국경간 재화

와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기본협정은 국경개방과 관광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통관절차 차량과 기사의 통행권 차량 및 도로의 안내 보
험 및 통과수수료 등 각종 제약조건을 제거하여 유역내 수송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으며

가 기술원조로 개 분야에

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제 회 각료회의에서는 국경개방절차로서 협정문
의정서

년 시작되었

개 부속서

년
개

등과 주요 일정이 합의된 바 있다 기본협정문은

년

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통관 단일화 단일검색대 설치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역내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한 경제 및 사회개발의 가속화와 자원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해

를 창설하자는 데에

도 합의하였다 이는 중국이 최근 제안한 것으로 유역 개국과
참여하며 기금규모는 약 천만 달러에 달한다
개발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등은

가

이들 관광 환경 자원

도 지원하고 있는데

개 핵심선

도 프로젝트에 그대로 계승되거나 확대되어 최근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분으로는
획이다

가

유역 개국이

국제금융기관이

를 출자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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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Summit)

메콩강 유역국가들은 이제까지 개최되어 온 각료회의를 정례화하는 것
과 함께

년

월 초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유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유역을 개발하기 위해
상회담은

년 월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정

일 당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이던 탁신 태국 총리

가 최초로 제기하였고 같은 해

월 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훈

센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제안에 대해 유역국 정상들이 합의함으로써 이
루어졌다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지난

년간의 유역

개발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유역개발 활성화
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우선 중국도 국
경간 재화와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기본협정 에 서명하였고 미얀마
도 조만간 협정을 체결키로 약속하였다 또한 유역국 정상들은

에서

명하고 전력교류사업 조정기관으로 유역전력교류조정위원회
를 설립키로 하였다

는 특별팀을 설

립하여 유역전력교류운영협정
의 협정문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이니셔티브로서
프놈펜 플랜

을 채택하였다

정상회의는

유역내 인적자원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유역국가
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 가장 핵심임을 강조하였고
프놈펜 플랜은 콜롬보 플랜
으로

의

만 달

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은 계획

유역내 개발관리능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캄보디아가 제

안하였다 특히 전략기획
프로젝트관리 기타 개발관리나 지
배구조의 기술 등의 분야에서 유역국의 중간 및 고위급 관리자 관료 기술관
료 등을 훈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는 이 플랜의 추진

을 위해 기술지원특별기금

을 통해

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 달러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러 지원이 국제사회와 유역국 정부들의 광범위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
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역 정상들은

프로그
가무

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과 전략 제시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하였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기 개최국은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 GMS

>

※ 실천 메콩강 유역의 공동성장과 평등 및 번영을 위한 협력에 관한 종
합전략

서문 유역의 성장잠재력 인지 및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의 중요성 강조
상세설명 유역국과
의 실질적인 지원 및 여타 개발파트너들의 공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실적 에 대한 자
동노력과 함께
세한 설명 향후 년간 사업에 대한 성공의 자신감 피력
성장과 평등 및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유역국들이 균등
한 파트너로서 통일된 목적의 비전 제시
프로그램을 위한 향후 년의 기본전략 및 개의 핵심선도 이니
셔티브의 추진
결론 제시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동결의의 성명서 채택

유역국가들은 또

정상회의의 성공과 의미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캄보디아내 번 도로와 번 도로의 씨엠립 퍼이펫 구간 복원
쿤밍 라오스 치앙라이 구간 도로 건설 조기 완공
관광지 개발과 소규모 공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현대화를 위
한 메콩강 관광 프로젝트

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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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시행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자연자원관리 개선을 목
구축 등

표로 하는 전략적 환경체제
이와 함께 메콩강 유역 정상들은 다음의

개 사업을 제안하였다 괄호

안은 제안국을 의미
비자면제협정 캄보디아
환경 이니셔티브 캄보디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동계획 중국
교육기금 라오스
넝카이

비엔티안

철로 연결 라오스

천연가스 개발 미얀마
항공 중심지로서 치앙마이

개발 태국

치앙마이에 특별국경경제지대

설립

태국
농림업 훈련센터 설립 베트남
민간 및 공공분야 고위급 컨설팅 회의 개최 태국
와의 회의 개최
.

ADB

1) 중국의 참여현황
중국과 동남아는 짧은 정상화 역사에 비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특
히

년대 중반 이후 국제문제에서 경제가 정치 및 군사보다 더 중요

해지면서 양측의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었고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중국은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국은 메콩강 유역개발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관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메콩강 프로젝트 관련회의는 중앙정부가 주로 참여하고 메콩
강 유역개발과 연계한 윈난성 개발을 서부지역대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을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주요한 통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중장기적
으로 동남아내의 화교자본과 연결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을 갖고 있기도 하다
내륙지역으로서 윈난성의 주요 관심은 인도차이나국가와의 교류 확대
를 위한 수송망 확충에 있다 특히 윈난성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동남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교통 및 통신의 발전으로 윈난성지역은 인도차이나 반도국가와 국경무역
을 포함한 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윈난성이 우선시하는 프로젝트는 취약분야인 사회간
접자본을 개발하는 것인데 특히 메콩강 내륙운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란창 메콩강 운하는 약 천

구간으로 라오스의 비엔티안까지 연장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윈난성과 라오스 태국 미
얀마는 운하가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지 못하였다 내륙수운
개발은 환경보호와 자본유치 측면에서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경간 왕래가 많은 주변 개국이
월

년

일 내륙수운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중앙정부의 지원
만 달러 을 통해 대규모 선박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류 준

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사업으로 핵심 추진사업은 윈난 라오스 방
콕 구간

개보수공사이며

에 속하는 이 구간들의 완공시 라오

스의 낙후된 지역개발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간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이 중 윈난성 구간은 대부분 개통되어 있거나 추가 확장공사
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라오스 구간에 대해

및 태국과 함께 차관도

제공하고 있다 항공교통과 관련하여 현재 윈난성 쿤밍은 양곤 만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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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등으로 취항하고 있으며 추후 비엔티안 치앙라이 씨엠립 프놈펜
등에도 취항할 계획이다 인력 교류 및 관광 활성화도 추구하고 쿤밍내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화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도 추진 중인데 중국도 재화 및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에 가입키로 하였다 여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윈난성은 유역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연보호 등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미얀
마약문제는 현재 이 지역 최대

마 및 황금의 삼각지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윈난성은 특용작물 개발 등으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윈난성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특히 란창강 본류를 중심으로

한 수력자원 개발에도 나타난다 란창강 본류 개발과 관련 윈난성은 현
재 중ㆍ상류에

여 개의 계단식 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중 징홍수력

발전소

만

는 완공되었고 두 번째 발전소도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

며 세 번째는

년 초 착공되었다 윈난성은 태국 등에 전력 수출을

위한 발전소를 회전식 건설 후 자금 회수→다른 발전소 건설 투자 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2) ADB의 지원현황
프로그램을 계획한
로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 년간

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직ㆍ간접적으
에 따르면

년부터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자금은 약

년까지

억 달러에 달하고 있

다 주로 역내 협력을 위한 수송과 에너지분야에 투입되었거나 투입 중에
있다 이 중

가 투입한 자금규모는 억

국가들이 약 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표

만 달러이다 그 외 유역

만 달러 주요 지원국이나 지원기관이 억
참고

만

메콩강 유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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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단위 백만 달러
프 로 젝 트

국가

윈난 고속도로

중 국

테운 힌분 수력발전

라오스

국별 참파삭 도로보수
ㆍ
유역 남룩 수력개발
프로
젝트 씨엠립 공항

재원공급
ADB

정부 타기관

라오스
라오스
캄보디아

남부윈난도로 개발
소

착공시기 총비용

중 국

계

프놈펜 호치민 고속도로 캄보디아
유역 프놈펜 호치민 고속도로
프로 동서회랑 프로젝트
젝트 동서회랑 프로젝트
소

라오스
베트남

계
총

주

베트남

합

계

라오스정부가 전력청
을 통해 지분
만 달러를 투
자하고 부채
만 달러를 인수한 것이나 라오스 정부의 프로젝트 지분
천만 달러는
가 차관을 제공한 것임
지분으로는
가
만 달러
가
만 달
러를 투입하였고 부채는 상업용 차관이
만 달러 수출신용이 천만
달러임

자료

투자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 지원은 프로그램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국에 대출되고 있는데 특
히 중국 윈난성의 고속도로와 남부 윈난 도로개선사업에 각각
및

억 달러

억 달러를 지원하여 총지원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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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규모 자금이 지원된 이유는 중국이

지원에 상응하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간 프로젝트의 경우 도
로부문의 프놈펜 호치민 고속도로와 베트남에서 태국을 연결하는 동서회
랑 프로젝트가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는 프놈펜 호치민 고

속도로 개보수공사를 위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각각 천만 달러와 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동서회랑 건설을 위해 라오스와 베트남에 각
천만 달러 및
프로젝트
있다

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였다
등에도

년까지

는데

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로부터

만 달러 규모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졌

개 핵심선도 프로젝트에
만 달러

에

개의 기술자문에

이와 함께 유역국의
이행 등은 주로

만 달러

개

나 프로젝트 준비

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사무국 운영능력 제고와 유역내 이니셔티브

에 설립되어 있는 일본특별기금

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각종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나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가와

등

산하기

관도 동참하고 있다

4. 최근의 전략 변화와 중점 추진 이니셔티브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기 등을 경험한 이후

프로그램의

추진전략이 다소 수정되고 있다 그동안은 개별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
었으나

년 기간의 메콩강 유역개발의 목표와 비전은

국가

들간 협력 강화와 번영 추구 특히 지역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바
뀌었다 이는 향후

년 동안의 유역개발 대 추진원칙으로 다부문 접근

방식과 함께 인프라 연계 강화 국경간 무역과 투자 원활화 민간부문 참
여 확대 및 경쟁력 개선 인적자원 및 기술능력 개발 환경보전과 공유된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자연자원의 지속적 활용 촉진 등으로 정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해

년 제 회 양곤 각료회의에서는 중점추진 프로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가 선정되었으며

젝트로

회의에서는

년 제 차 각료

프놈펜 플랜이 추가로 채택되었다

와 유역국들이 중점 추진하고자 결정한 사업은 핵심선도 이니셔티
브라 하여 운송 통신 환경 전력 관광 인적자원 개발 무역투자 원활화
등이 있다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로는 남북경제회랑
동서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통신망

역내 전력 상호

연결 및 교류 협정
국경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및 기술능력 향상
전략적 환경체제
구축 홍수 통제 및 수자원 관리
관광 개발

등이 있다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는 동서경제회랑 중 몰라민
마의 몰라민 먀와디

심해항 개발 미얀

구간 도로 건설 사전투자조사

개 프로포절 실시 남북경제회랑 중 치앙콩
에이사이
팍벵

과 후

를 연결하는 제 국제메콩교 건설 후에이고안
도로 건설 제 국제메콩교로부터 타나랑

까지의 철도 연결 남부경제회랑 중 라오스 남부 시아누크빌 구간
도로개보수 캄보디아 중앙의 동서회랑 프로젝트

개발의 일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철도 연결 티바이 붕타우항 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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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이 중 유역내 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의 윈난성 미얀마 안다만해
윈난성 태국만

윈난성 남중국해

등을 연결하는 남북경제회랑과 제 ㆍ 동서경제회랑이 집중
개발되고 있다 남북경제회랑은 향후 베이징과 방콕을 연결하는 아시아
하이웨이

와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쿤밍 치앙라이 구간이

년 완공되면 이 지역에 화교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태국은 이를 위해 라오스 구간

도로 건설과 관련

한 차관 약 천만 달러 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제 동서경제회랑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연결하는 것으로
개발도 포함된다

와

에 달하며 다낭항

는 주로 라오스에 그리고 일본의

는 도로와

교량 건설에 주로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 구간의 도로개보수공사는 태국
의 지원으로 그리고 매솟
로 확장

억

과 묵다한 구간의 도로개보수 차선으

만 달러 소요 공사는 태국정부의 자체 부담 및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라오스는
과 베트남의 라오바오

의

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데네사완
지역 국경검문소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 본격화 및
협력 강화

의 지원 확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역국가들은 각료회의 정례화와 최초의
개최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정상회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는 유역개발을 보다 활성화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담당부서를 신설하였고

내

년까지 년간 억 달러에 달

하는 자금 지원과 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
이 중
년

가
월 일

만 달러 중국이 천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였고 태국은
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

에는 라오스의 후에이세이와 태국의 치앙콩을 연결하는 제 국제메콩교 건설
이 예정되어 있으나 건설자금 약 천만 달러 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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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역 각국도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국내
다 중국 또한

사무국을 신설키로 하였

프로그램이 윈난성 및 서부내륙지역 개발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유역개발에 본격 참가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프로그램은 관심 부족과 수익성에 대한 의문으로 일본과
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중국이

한ㆍ중ㆍ일

의
가주
정

상회담 등에서 메콩강 유역개발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
세를 보이고 있고 윈난성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
진하자 동아시아를 비롯해 국제적으로도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프로그램에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자 유역개

발은 일본과 중국의 경쟁으로 활기를 띠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메콩강
유역개발이 출범할 당시부터

의

프로그램과

의 수자원개

발사업 등 각국별 지원사업을 통하여 메콩강 유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하여 왔다 반면 중국은 금융위기 이전 소극적인 자세에서 최근
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중국 자유무역지대

와 메콩강 유역개발사업

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은 윈난성내의 인
프라를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도로사업과 연계를 모색

각료회담 등에서 메콩강 유역개발의 조기 추진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남진정책에 부담을 느
끼고 또 중국이 메콩강 유역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과 연계된 유역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일본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메콩강 유역에서 자
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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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축이 되어
이 지났다 또한

프로그램 추진

년 시작된

년의 평가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정상회담의 최초 개최 및 정례화

정책결정기구

여년

프로그램의

로서의 각료회의의 정례화

강화 중국의 본격적인 참여와 유역국들의 협력 증대 등으로

의 역할
년은 메

콩강 유역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가 되었
다
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역내 협력 및 유역개발의 핵심인 수송망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화와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
었고 중국이 참여하였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유역개발에 환경의 중요
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인적자원 개발도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도 큰 성과이다 또한 경제개발 및 투자환경 개선과 직결
되는 전력의 공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게다가 최초로 개최된
정상회담은 역내 협력 강화와 이를 통한 유역개발 활성화의 결정적인 계
기가 되었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프로그램 추진

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송인프라부문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도로 해운 공항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에너
지분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
과 각국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빠르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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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진

년의 평가

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원 개발 무역 원활화 등의
소프트 인프라분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과는 달리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이나

년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그동안은 준비기라 할 수 있다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개발자
금 동원의 한계 많은 유역개발 프로그램에 비해 추진기구의 역할과 기능
부족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투자 결여 유
역국들의 추진능력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역내 협력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태국 중국 베트남의 역내 무역이 급증하고 있고 국경무역 역시 빠
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는 동아시아 위기 이전까

지는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 감소되고 있다 이유는 역외에서 찾는 것
이 타당할 것 같다 세계경제의 불황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인도차이나
시장의 상대적 위축 주요 투자국들인 동아시아국가들이 위기를 겪었다
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역내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지원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도가 낮고 개
별 프로젝트들의 낮은 경제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기진출한 태국내 일본기업들의 동쪽 베트남 캄보
디아 라오스 과 서쪽 미얀마 물류망 구축이라는 전략을 지원하듯 인프
라 구축 등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반면 호주와 북유럽국가들은 환경보
전 민주주의 발전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1. GMS 프로그램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
.
1) 추진성과 측면
메콩강 유역개발 특히

프로그램 추진

년의 구체적인 성과를

들어보면 우선 메콩강 유역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
송망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역 인프라 개선에
까지 약
에

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고속도로에
만 달러 전력부문에 억

억

년 말

만 달러 공항

만 달러 관광 인프라에

만달

러가 실제 투입되었다 도로의 경우 메콩강 유역의 동서와 남북으로의 연
<

3-1>
교 량 명

(2002
완성(예정) 원조국 길이(m)

제 국제메콩교 우호교
농카이 비엔티안

호 주

제 국제메콩교
묵다한 싸완나켓

일 본

제 국제메콩교
치앙콩 후에이사이
라오스 일본 우호교
팍세 퐁통

캄보디아 콤퐁챰

비

고

천만 달러
천만 달러
타당성 조사

지원

일 본

의 무상증여
억 엔

일 본

의 일부
의 무상증여
만 달러

미투앙교

호 주

메콩델타교
베트남 칸토

일 본

자료 필자 작성

)

호주 천만 호주달러
베트남 천만 호주달러
일본
억

의 차관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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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개가 완공되고 개가 건설 중
인 메콩강 본류에 대한 교량 건설 역시 경제활동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표

참고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통해 유역국간 이동 및

연계가 원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년간의 사업추진 중 가장 가시적

인 부문으로 역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지역을 통과하
게 될 회랑 또한 경제개발의 기회는 물론 향후 세계시장 진출의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재화나 인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철폐하
는 데 동의함으로 인해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참여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유역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 가장 진척이 빠른 남북 및 동서회랑 건설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역내국들의 국경개방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이는 역내 남북 중국 라오스 태국 과 동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를 연결하는 수송망이 수년내 완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유역
국가들은 역내 통합 심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향후 유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
관리의 중요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환경관리를 위한 관
련데이터 수집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기술 개발 제도장치
구축 등 이미 몇 가지의 중요한 기술 지원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고 또
전략적 환경체제가 중요 분야 및 지역의 투자결정에서 잠재적 역효과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물리적 인프라와 교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됨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인적자원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소득 창출 등의 분야
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창궐이나 확산을 방지

하는 활동 등은 그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년확

메콩강 유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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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플랜도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이니셔티브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섯 번째로 유역내에서 수력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등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거나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는 유

역내 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서 협력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
다고 분석된다
여섯 번째로는 관광과 같이 유역내 협력의 혜택을 쉽게 향유할 수 있
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국가가 풍부한 문화 역사와 자연자원을 하나로 패키지화하는
단일 관광권

으로서의

를 창조하고 있다 전
과

세계 관광업계 대표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같은 이니셔티브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분야이자 외화 가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지역은 관광분야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 유역개발의

최대 난제였던 역내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상류 국가인 중국이 참여하였다는 점은 유역공동개발에
대한 믿음 과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리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지를 중국으로 정함으로써 정상회담을 정

례화했다는 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은 최근 일
본과 중국의 관심 고조와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상회담에
서의 단골 의제 채택 등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정상회담 및

정상회담 직전 개최로 국제적인 관심도를 제고시

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의미는
담을 통해 유역국 정상들은

프로그램을 위한 향후

정상회

년의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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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핵심선도 이니셔티브의 적극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향후 유역

개발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 개별 프로젝트 측면
프로그램의 추진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와 에너지부문이 가
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해운과 공항부문이 진행되고 있다
수송부문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대부분이 기존 시설을
활용한 개보수 프로젝트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철도
부문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사업 자체도 장기간을 요구하는
점에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낮은 경제성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프로젝트와 중복되기도 하는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는 늦지만

노선 확정 세부 추진일정 수립 구체적인 설계도 작성 등으로 최근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의 지원이 활발한 데다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관계로 지난

등도

여 년간 상당한 진척

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우선추진계획인 표
비교해 보면

는

와

년을 전후로 모두 완공될 것으로 보여 약

년이 늦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완공될 예정이고

은

년까지 시행키로 했던

는

를 마친 상태이나 다소 시일이 필요

한 상황이다 반면 우선추진계획에는 없던

은 빠르게 진행되어

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부문은

을 제외하고는 모두

년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의 경우

은 다낭항 개발만이

항구 개발은 지체되고 있다

년 끝날 예정이고 나머지 개

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던

은 상업수운

협정이 체결된 가운데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들은 년 정도 늦은

등

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년경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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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MS

년대 중반 시행 예정인 프로젝트
방콕 프놈펜 호치민 붕타우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태국 라오스 베트남 동서회랑도로 프로젝트
치앙라이 쿤밍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쿤밍 라시오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메콩델타 수로 개선 연구
중부지역 베트남 항구 개선 프로젝트
유역운송포럼
년까지 시행 예정 프로젝트
쿤밍 하노이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남부 라오스 시하누크빌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미얀마 라시오 로일렘 켕퉁 도로보수 프로젝트
윈난성 남부 북부 태국 북부 라오스 북부 베트남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동북부 태국 남부 라오스 복동부 캄보디아 중부 베트남 도로개보수
윈난성 태국 철도 프로젝트
윈난성 베트남 철도 프로젝트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철도 프로젝트
란창강 상류 메콩강 수로 개선 프로젝트
캄보디아 공항 개선 프로젝트
중국 윈난성 공항 개선 프로젝트
미얀마 공항 개선 프로젝트
제 의 방콕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베트남 공항 개선 프로젝트
유역내 신항로 개발 프로젝트
년 시행 프로젝트
태국 라오스 철도 프로젝트
윈난성 미얀마 철도 프로젝트
라오스 광업 개발 철도 프로젝트
태국 미얀마 철도 프로젝트
홍강
수로 개선 프로젝트
남부 라오스 캄보디아 메콩강 수로 개선 프로젝트
국가별 우선시행 프로젝트
태국 동북부 라오스 철도 프로젝트
신프놈펜항 개발 프로젝트
시하누크빌항 개선 프로젝트
까이란
항 개발 프로젝트
티바이
붕타우항 체계 개발 프로젝트
양곤
틸라와
항만 개선 및 개발 프로젝트
자료

정재완ㆍ권경덕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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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경우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철도부문은
중 윈난성 구간만 완료된 상황이다 대부분

와

년의 평가

프로젝트

나 계획만 수립된 상황이

라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 인프라분야인 인적자원 개발 환경 무역 및 투자 통신망 등은
각종 작업반회의나 포럼 등을 통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
된다 이들은 유역수송포럼 전력포럼 등과 함께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
는데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분야는 높은 부가가치 때
문에 호주 독일 등 선진국 정부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자금조달
도 원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제도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은

정상회의 년 주기 와 각

료회의의 정례화이다 유역 협력 강화가 역내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내 담당부서 설치도 추진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고
위급 회담

분야별 포럼과 작업반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도 이루어

졌다
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성과는 국경간 이동 원활화

협정 체결 및 확대 상업수운개발협정 체결 및 내륙수운협력 합의
체결 등이다 메콩강 유역내 전력송전선은

년까지 가설될 예정인데

에 기초한 전력연결네트워킹이 완료되어 상호 전력교류가 이루어진
다면 유역국 전체와 개별국의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개별국들이 전력수요 피크시에 대비한 전력분야 투
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배출과
기타 오염물질 감축 환경친화적 자원으로서 전력의 지속적 공급 및 소비
자들의 저렴한 전력 수혜 가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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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이러한 점을 총망라하여 평가해 보면
된

년 이후 약

프로그램은 추진현황과 성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에서와 같이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 년간 추진
의 자체평

그리고 유역 개국과

는

프로그램과 관련 초창기에는 제도적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수송망
에너지 관광 인적자원 등의 개발 투자 촉진 무역 원활화 환경보전 등
에 집중투자하였고

년부터는 통신부문

년부터는 농업부문에 집

중투자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 추진을

신뢰 구축기

위한 컨설팅 실시 협력분야 설정 운영기구 설립 등이 실시
개 국가에 의

협력기반 구축기

해 개 분야의 우선협력 프로젝트 선정 및 연구 실시 최우선
프로그램 추진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 협의기구
설립

각료회의와 분야별 포럼 또는 작업반
우선순위가 높은 프

프로젝트 준비기

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 필요자금을 원
조기구나 민간분야를 통해 조달 분야별 포럼이나 각료회의를 통해
유역내 대화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및 여파로 인한 일부 프
로젝트 지연
본격 추진기

현재

자금동원을 위한 노력

과 함께 최우선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준비단계에 진입했거나

제 장

프로그램 추진

년의 평가

본격 추진됨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유역내 협력을 위한
전략적 환경체제 구축 유역내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와 보다 좋은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추구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은 현재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은 단계인

본격 추진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년이 경과한

정상회의가 개발

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점도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중국의 참여 각종 협력협정
체결

정상회담 및 각료회의의 정례화 등으로

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 GMS
추진 초기

프로그램은 개발 및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년이 지난 최근까지 사업이 다소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발자금 및 투자자금 동원의 한계이다 태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역국 전체가

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자금동원력

이 낮음에 따라 개발자금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태
국 또한

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

었기 때문이다 윈난성은 지방정부라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 추진주체의 불명확성이다

프로그램은 그 잠재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의 참여의지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미약한 편이었다 특히

프로그램 추진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윈난성정부는 소극적 관심을 보였고 기타 국가는 경제적으로 개발 프로
그램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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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 자국의 프로그램 외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역개
발 프로그램이 유역국가들의 참여와 합의형태가 아닌
하는 형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업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

에 의해 주도

프로그램을 비롯

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사업 등 메

콩강 유역개발이나 인도차이나 국가개발사업이 여러 개 존재하고 또 중
복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프로그램
이나 프로젝트를 조정하거나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없었다
셋째 태국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들 수 있다
년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유치와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을 추

진하던 메콩강 유역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역내 경제 침체가 그
것이다 경제위기는 유역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동아시아국가들의 경
제도 침체시켰다 그리고 그동안

와 함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던

일본도 장기불황을 겪었고 이에 따라

자금 축소 등이 이루어졌다 경

제위기는 또한 대내외적으로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를 하락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중국에 비해 투자매력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향후
에도 메콩강 유역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넷째 유역국들이 내포하고 있는 자체의 한계성 때문이다
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은 대부분

프로그

등으로 추진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유역국가들의 투자환경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역국들은 기술력이나 추진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추진 프로
젝트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이고 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반해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다섯째 유역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과 분
쟁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상류와 하류국간
의 메콩강 본류 개발에 대한 인식차이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국경선 문
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역개발로 파생되는 환경보전문제
와 소수민족보호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의 활동 강화 등도 영향

제 장

프로그램 추진

년의 평가

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2. 유역내 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
메콩강 유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년 이후 유역내 국가들간

수출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가운데 역내 최대 수
출국인 태국은

프로그램 추진 당시 역내 교역이 억

로 전체 수출 중

에 불과하였으나

다 특히 태국은

년 동남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년에는

만 달러

로 크게 증가하였
년과

년에

교역이 위축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나 당해연도 태국의
對메콩강 유역권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경제회복기인
년에도 각각

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였다 역내국간 수출이 억 달러에 불과했던 베트남은
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에서

년과

증가세를 기록하
년약 억 천

년 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비중은

로 약간 낮아졌다 이는 동남아 경제위기로 베트남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졌고 주요 수출대상국인 태국의 경제침체
로 이 지역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메콩강 유역개발

<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3-3>

(1992~2000 )
단위 백만 달러

From( → )

캄보디아

중 국

라오스

미얀마

태 국

베트남

자료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합계

對세계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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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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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평가

(1992~2000 )
단위 백만 달러

To ( ← )

캄보디아

중 국

라오스

미얀마

태 국

베트남

자료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합계

對세계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국가간 수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라
오스의 경우 태국 및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의

이상을 차지하며 對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오스의 수출이

베트남 수출은 약

년이

후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수출산업이 부재하고 높은 對태국
수출의존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국통화인 킾

貨의 평가절하가 급속

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對메콩강 유역권 수출은

년부터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였고 교역비중도

년 중국이

에

가입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증가세
는 지속될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메콩강 유역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나 메콩강 유역개발 확대

ㆍ중국

추진 등

으로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 수입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메콩강 유역국
대부분이 산업기반이 취약한 저개발국이고 외국계 투자기업이 많이 진출
해 있는 관계로 수입수요가 수출수요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을 제
외하면 역내 최대 수입국인 태국의 경우
총수입 중

를 차지하였으나

프로그램 추진 당시 역내

년에는 그 비중이

다 태국의 유역국가들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년

로 증가하였
에서

년

로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태국
은 유역 최대 수입시장으로서 특히 산업기반이 약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부터 약

억 달러 규모의 수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프로그램 활성화와 태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역내 교역의 확대가 예
상된다
베트남도

프로그램 추진 당시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라오스 킾貨는
년에는

년에는 약

년 이전에는 달러당
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비

을 유지하였으나

년에는

제 장

중도

에서

프로그램 추진

년의 평가

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밖에 라오스는 對태국 수입

의존도가 높았으며 캄보디아는 태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얀마는 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유역국가들 중 태국 베트남과의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얀마로부터는
주로 전력 및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메콩강 유역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년에는 전체 수입의

였으나

년에는

로 증

가하였다
위의 유역국간 교역 매트릭스는

및 각국 통계기관에서 산출하고

있는 공식자료를 사용하였다 반면 메콩강을 두고 인접하고 있는 유역국
들은 국경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통계를 작성하
는 데에는 크나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과 투자 원활화를 위해

프로그램 중 무

등으로부터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경무역을 공식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세관

등이 설치되고 있

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완료된다면 보다 정확한 통계이용이 가능할 것
이고 역내 교역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태국의 국경무
역을 살펴보면 동서경제회랑

의 매솟과 묵다한 싸완나켓 두 지역

에 있어서 미얀마 및 라오스와의 국경무역은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참고

특히 메콩강 유역개발에 의한 무역과 투자의 역내 협력증대효과는 아
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유역개발의 핵심인 인프라 확충 및 개선과 무역
자유화가 이제 본격 추진됨에 따라 향후 유역내 교역은 더욱 증가될 것
으로 보인다 게다가
있고 중국의

년 이후 동남아지역 대부분이 회복세를 보이고

가입 등으로 대외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화하여 유역국

의 역내외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의 무역부분을 참고

메콩강 유역개발

<

프로그램

3-5>

년의 평가와 시사점

(EWEC)

(1991~99 )
단위 백만 달러

매솟지역

묵다한/싸완나켓지역

미얀마→태국 태국→미얀마

라오스→태국

자료

태국→라오스

합 계
(수출입)

에서 재인용

.
메콩강 유역국 중국 제외 에 대한

는

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

세를 보였다 특히

년에는

하여

억 달러에 이르렀다 메콩강 유역국가에 대한

는
은

년에는 약

년을 고비로 감소하여

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후 점차 증가
년에는

가 이루어진 태국의 경우 그 규모가

달러와

억 달러에 머물렀다 가장 많
년과

년에 각각

억

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

에서 상업은행의 해외매각 주요 태국계 기업에 대한 인수 및 합병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실제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저조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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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진

FDI

년의 평가

(1995~2001 )
단위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반기

누 계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 남
합 계
주 미얀마는 회계연도 월 다음해 월 기준
자료

년 이후

년까지 이 국가들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로

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홍콩 한국 대만 등이다 태국에는 일본과

미국이 베트남에는 일본과 대만이 미얀마에는

와 싱가포르가 라오스

에는 태국과 한국이 각각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

들의 메콩강 유역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 비중은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각각
태국은

와

로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은

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캄보디아에는 말레이시아 대만 미

국 등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이 이 국가들에 대한

가 증가하거나

에 많은 영

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메콩강 유역개발은 하드웨어적인 투자환경 개선뿐 아니라 대외개방
확대 투자절차 간소화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이
로 인해 투자유치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투자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년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특히 최대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투자국들인 동아시아국가들의 위기 여파 뒤이은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그에 따른

의 블랙홀 기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반면 자료에서 중국 관련 통계를 제외시킨 것은 윈난성에 한정
된 省별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또 중국 전체로 확대할 경우 세계 최고의

유치실적을 올리는 중국과

유역국가와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역국간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발전된 태국의 투자가

돋보인다 경제발전 정도를 감안하면 투자여력이 있는 국가는 태국뿐이기
때문인데

표

각 억

에서 알 수 있듯이 태국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 각

만 달러
<

억

만 달러

억

3-7> 1995~2000

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FDI
단위 백만 달러

유치국
캄보디아
투자국

라오스

미얀마

태 국

베트남

누 계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 남
합 계
주 미얀마는 회계연도 월 다음해 월 기준
자료

상류국인 중국의 유역내 투자도 소규모이지만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메콩강 유역에 대한

년 동안의 해외직접투자

러에 달한다 이 중 베트남에 약
한 투자에서

년과

는약 억달

만 달러가 이루어졌으며 태국에 대

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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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프로그램 추진

ODI

년의 평가

(1995~2000 )
단위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누 계

는

년에 비해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 남
합 계
주 미얀마는 회계연도 월 다음해 월 기준
자료

중국을 제외한 가운데 이루어진 유역국간

년

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당사국인 태국의 급격
한 위축

만 달러→
<

만 달러 에 기인하고 있다

3-9> 1995

표

와 표

FDI
단위 백만 달러

유치국
캄보디아
투자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 남
합 계
주 미얀마는 회계연도 월 다음해 월 기준
자료

태 국

베트남

누 계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발전을 통해 유역국간
에 의한 소규모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메콩강 유역개발의 간접적

인 효과라 할 수 있다

<

3-10> 2000

FDI
단위 백만 달러

유치국
캄보디아
투자국

라오스

미얀마

태 국

베트남

누 계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 남
합 계
주 미얀마는 회계연도 월 다음해 월 기준
자료

3.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
메콩강 유역국가들이

년대 말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정책을 통

해 경제개발을 본격화하자 이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
고 또 경제 및 사회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전후로 다

소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제 장

급부상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동안 약

프로그램 추진

년 이후 급증하여

년에는 한 해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인도주의적인 지원 위주로 소규모
있다 표
<

년의 평가

가 유입되고

참고

3-11>

5

純(net) ODA

(1992~2000 )
단위 백만 달러

국 명

지원상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국간
라오스

기 타
다자간
합 계
국간

캄보디아

기 타
다자간
합 계
국간

미얀마

기 타
다자간
합 계
국간

베트남

기 타
다자간
합 계
국간

태 국

주
자료

기 타
다자간
합 계
의

회원국 전체를 의미함

1999

2000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메콩강 유역국에 대한

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원은 대부분

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전체

의

이상이 베트남은

가

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나머지는 다자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
국의 경우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회원국이 전체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회원국 중에서

도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의 지원과 다자간 중

및 국

의 지원이 가장 많이 이

제개발협회

루어지고 있다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서는

등

산하기관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간 지원은 일본이 거의 절
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하는 비중은
와

국간 지원에서 일본이 차지

년의 경우 태국은 거의 전부를 베트남과 미얀마는 각각

를 라오스는

이 중 양자간 이루어지는

캄보디아는

를 차지하고 있다

는 메콩강 유역 개발과 같은 경제 인프

라와 교육 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
외채 관련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對미얀
마 경제제재조치 시행 이후 일본이 매년 상당액을 채무변제용으로 지원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
소규모이지만
기관도 있다
국가로는 프랑스
달러 스위스
달러 등과

참고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와
년 말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

만 달러 지원 핀란드
만 달러 스웨덴

만 달러 노르웨이

만 달러 영국

만 달러

만 달러 호주

만
만

등이 있다 과거 이곳을 식민

지로 지배했던 프랑스는 주로 도로 발전소 통신 등의

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그 외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환경보호와 빈곤퇴치
등에 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메콩강 유역국에 대한 전체

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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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프로그램 추진

(1996

년의 평가

2000 )
단위 백만 달러

국 명

분

캄보디아

사회인프라ㆍ서비스 교육 보건 상하수도
경제인프라ㆍ서비스 수송 통신 에너지
생산분야 농ㆍ공ㆍ제조업 등
다목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외채 관련
긴급 지원

라 오 스

사회인프라ㆍ서비스 교육 보건 상하수도
경제인프라ㆍ서비스 수송 통신 에너지
생산분야 농ㆍ공ㆍ제조업 등
다목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외채 관련
긴급 지원

미 얀 마

사회인프라ㆍ서비스 교육 보건 상하수도
경제인프라ㆍ서비스 수송 통신 에너지
생산분야 농ㆍ공ㆍ제조업 등
다목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외채 관련
긴급 지원

베 트 남

사회인프라ㆍ서비스 교육 보건 상하수도
경제인프라ㆍ서비스 수송 통신 에너지
생산분야 농ㆍ공ㆍ제조업 등
다목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외채 관련
긴급 지원

태

사회인프라ㆍ서비스 교육 보건 상하수도
경제인프라ㆍ서비스 수송 통신 에너지
생산분야 농ㆍ공ㆍ제조업 등
다목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외채 관련
긴급 지원

자료

국

야

1996

2000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일
년대 초반 이 지역들의 개발 초기부터 인도차이나 종합

본의 지원은

개발포럼과 일본 통산성

각료회의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주요 관련사업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가지
기 위해 본격 지원하여 왔다 또한 일본은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 이
후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태국의 동부임해지역과 라오스 내부의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에 대한 기술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등 상당한 지원을 해
왔다 그 중

프로그램을 위해 일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소프트웨

어 개발 환경

분야 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

다 일본은

등 메콩강 유역개발을 추진하는 조직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왔는데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 개발사업뿐 아니라 유역

개별국가들과의 협력 및 개발사업도 병행 지원하여 왔다
일본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국가에 대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보면

년까지 국가별 개별 프로젝트 건 도로건설

건 교량

건

철도 건 공항 건 항만 건 통신 건 전력 건 환경 건 인력개발
건 등이 있다 국별로 보면 베트남이 남북통일철도교량 건설 등
보디아가 메콩가교 신설 등
라오스가 통신인프라 정비 등
상협력자금은
트에

개 프로젝트에

건 캄

건 태국이 제 국제메콩교 건설 등 건
건 등이다 이를 지원형태별로 보면 무
억 엔 유상협력자금은

개 프로젝

억 엔이 지원되었다 또한 메콩강 유역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조사사업

건의 기술협력

개의

명의 전문가 파견 등이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일본은 각종 기금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의 일본특별기금

의 일본

기금

및 일본 인적자원개발기금
일ㆍ
아시아 공과대학

연대기금

ㆍ
아시아 생산성기구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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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베 트 남

캄보디아

태

국

라 오 스

미 얀 마

중국 윈난성

합

계

ODA
분

류

단 위

무상자금협력

억 엔

유상자금협력

〃

개발조사 기술협력

건

전문가 파견

명

무상자금협력

억 엔

유상자금협력

〃

개발조사 기술협력

건

전문가 파견

명

무상자금협력

억 엔

유상자금협력

〃

개발조사 기술협력

건

전문가 파견

명

무상자금협력

억 엔

유상자금협력

〃

개발조사 기술협력

건

전문가 파견

명

무상자금협력

억 엔

유상자금협력

〃

개발조사 기술협력

건

전문가 파견

명

무상자금협력

억 엔

유상자금협력

〃

무상자금협력

억 엔

유상자금협력

〃

개발조사 기술협력

건

전문가 파견

명

주
안은 프로젝트 수를 의미
자료 일본 외무성 자료를 토대로 작성

년의 평가

(1992~2001 )
실 적(억 엔)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등을 통해서도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년 이후

년까지

를 통해

개 프로젝트에

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 유역국 전체

대해
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활용이 되는 도로개보

수 인적자원 훈련 환경감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재화 및 인력이동 원활
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 완화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지원전략이 최근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차
대전 이후 일본의 對동남아 관계는 후원자 수원자
고

의 관계였

년 플라자합의는 일본과 동남아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켰

다 반면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과 동남아의 후원 수혜관계는 상
당히 희석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對동남아 전략을 모색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전체
재원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본은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
점지원분야 선정에서 과거와 같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특정 권역을 중
심으로 그리고 중국의 남진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
한 전략에 따라 일본은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서연
결과 상징성이 높은 교량 건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집
중 지원하고 있는 동서연결의 첫째는 동서경제회랑으로 미얀마 태국 라
오스 베트남을 연결하는 회랑을 건설하는 것이며 둘째는 제 의 동서경제
회랑으로 태국 남부 캄보디아 베트남의 호치민을 연결하는 회랑 건설이
다 이들과 관련 일본은
사단을 파견하고
의 경제회랑화

년

년 월
월에는

와 공동으로 메콩강 유역에 조
일본 정상회담에서 동서회랑

제 동서회랑 방콕 프놈펜 호치민 의 정비 등을 주요 안

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교량으로는 제 국제메콩교 싸완나켓교 와 메콩
델타교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또한 이 메콩강 유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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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무상지원을 실시
하고 있다 해외원조 전담기관인 외교통상부 산하 호주 국제개발청
의 이 유역국가들에 대한 지
원전략은 국별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민주
주의 발전 안정과 번영 지역경제통합과 범죄 척결 등의 분야에 라오스
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개발의 이행을 미얀마에 대해서는 민
주주의의 발전 인권문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해서 호주는 보건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 개선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중장기 개발능력 함양 시스템
개선과 정책 조언 등 對정부 협력활동을 통한 개혁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다 태국에 대해서는 빈곤퇴치 성장 지원 안
정과 안보부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는 환경문제와 분
배 그리고 개혁을 통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
며 향후 경제 교역 및 각종 협정에 있어 중국과의 폭넓은 협력증대를 목
표로 하고 있다
미얀마에

는 또

만 달러 태국에

년 동안 캄보디아에
만 달러 중국에

할 계획이고 라오스와 베트남에 대해서는
달러와

만 달러

만 달러를 지원

년 동안 각각

만

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태국과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부상 및 메콩강 유역개발의 잠재력 등으
로 이 유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활발해져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반면 유역개발의 주체인
와 자금원 역할을 해 온 일본을 제외하고는 넓은 의미의 메콩강 유
역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유역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나 대외교역의 추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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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낮은 관심도를 지적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유역개
발의 열기를 식혔을 뿐 아니라 관심도도 낮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이 종합 인프라 개선사업임에 반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주로 환경보전

지원국 특히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의 관심은
활동 지원 보건과 교육 등에 치우쳐 있는 것도 하

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추진주체의 적극적인 역할 부족 유역국간 협력
및 개발의지 결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화

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 강

정상회의 등 역내 협력 강화 동아시아 통합의 가시화 등으로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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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
. GMS
메콩강 유역국가들은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풍
부한 자원 최근의 정치적 안정 및 경제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개발잠재
력이 높은 관계로 향후 유역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
다가

년 이후 동남아경제가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

이고 있고 또 세계경제환경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유역 개발전망
은 더욱 밝다 일례로

년대 후반 이후 환경문제와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중단되었던 라오스의 제 남테운
트 가 세계은행과
제

Ⅱ 수력발전 프로젝

의 지원으로 최근 다시 재개되고 있다 또한

남테운 프로젝트는

년대 초 라오스의 군인기업인

에 의해 최초 제안되었으며 당시에는 천

급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와 환경이슈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년 월 라오스 정부와
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다시 추진되고 있다
러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는 억 달
지분의

소유
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는

방식으로 제 남테운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후 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약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는 제 남테운 수력발전소를
규모로 건설하여 태국에
관련하여

년

의 전력을 판매할 계획인데 이와

월 태국 전력개발청

과 전력판매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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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를 계기로 유역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
고 있어 유역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프로그램은 다부문에 걸친 인프라 연결망 확충 국경무역

및 투자 활성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개선 인적자원 및 기술
능력 개발 환경보호 및 공동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로는 남북경제회
랑 등

개가 있는데 이는

서 합의한 것으로

년

월 개최된 제 차

각료회의에

년까지의 중점 추진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유

역국가들은 이제까지의 단순 프로젝트 개발과는 달리 메콩강 유역을 향
후 무역과 투자를 연계한 하나의 경제권 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추진될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로 개의 경제회
랑 국경무역 및 투자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향후

년 이내 이 모든 회랑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도로와 해운부문 등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고 단
기적으로도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전
력개발사업과 관광부문이 가장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
력과 관련해서는 라오스지역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여기에서 생
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게다가 라오스에 대한 전
력수입의존도가 높은 태국은 안정된 전력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고 라
오스는 수력자원 개발이 확대되면서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 등에도 잉
여전력을 수출할 계획

의 장기적인 관점 이어서 유역내 수력발전 및

전력수출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가 가능해졌다 반면 메콩강 유역 수력발
전사업은 환경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바 특히 오염방지를 통한 수자원관
리문제와 생태계보전문제는 메콩강 유역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
로 논의될 것이다
메콩강 유역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관광인프라로 인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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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도 본격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은 대규모의 투자사업과 달
리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도로 통신 인적자원 개발 및 환경
관련 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 개발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류 국가인 중국이
실용적 관점에서

가입과 중국ㆍ

추진 이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개발

전반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그

동안 동남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
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프로그램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진출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수요실적
요실적
(2000년년
)
수수요예상
요예상
년
(2015년
)
설설비계획
비계획
년
(2015년
)

4-1>
캄캄보디아
보디아

라라오스
오스

태국
국
태

베트남
베트
남

150 MW

172 MW

14,918 MW

4,477 MW

694 MW

612 MW

38,519 MW

17,847 MW

1,100 MW

790 MW

46,900 MW

25,800 MW

8%

Hydro

13%

26%

31%

Gas+Oil

19%

42%

Coal
Other

25%

100%

43%

자료 國際協力銀行 開發金融硏究所

5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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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강 유역국의 관심분야 및 향후 중점 개발계획을 보면 중국은 메콩
강 유역개발을 중앙정부의 서부지역 대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윈난성 라오스 방콕 도로망 내륙수운 연결 역내 항공망 연
결 등의 교통망과 수력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중국은 인적자원 개발 및 제도적 역량 구축 강화 개발과 환경보전과
의 균형 추구 무역과 투자 활성화 농업개발분야 협력 증진 마약생산 근
절 등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개발은 중국내 국가시범계획에 따라 추진될 계획인데 특히 汎아
시아 횡단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철도가 없
는 라오스를 통과하는 구간과 관련

이 제안하고 지원의사를 표명

하고 있으며 중국 측도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수력자원 개발은 윈난
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향후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
다표

참고 현재 징홍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태국에 판매하

기로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하였는바 송전설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특히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를 원하는 태국정부의 관심과 일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은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홍수

조절 등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무엇보다도 씨엠립과 여타 지역의 관광 개발 제 및 제
동서경제회랑을 통한 교통망 개선과 이와 연계된 산업공단 및 수출가공
구 건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 중 캄보
디아는 교통망 개선 관개수로 확충 등을 통해 프놈펜 교외 시하누크빌
반테이민체이

코콩

등의 지역에서 농목축

업과 식품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투
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전력 용수 정보 통신 등 인프라 환경을 집
중 개선한 산업공단 및 수출가공구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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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
(㎢)

만조수위 총저수량 설비출력 연간 발생전력량
(m)
(백만㎥)
(MW)
(GWh)

계

주 연간 발생전력량의
안의 수치는 윈난성 전력국의 자료임
자료 云南省科學技術委員會 정재완ㆍ권경덕
에서 재인용

라오스가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로는

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 국제메콩교 건설
는 동서경제회랑 중 자국 구간 중국과
인 보텐 후에이사이 도로
교

와

가 자금지원하

및 태국의 지원을 받을 예정

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제 국제메콩
건설

가 기술을 지원하기로 예정된 라오

동서경제회랑에 포함된 제 국제메콩교는 라오스의 싸완나켓과 태국의 묵다한
을 연결하고자 메콩강 본류에 건설되는 것으로

년 완공될 예정이다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스내 통신기간망 구축 프로젝트 최대 부존자원이자 빈곤극복의 핵심요
소가 될 수력자원 개발 등이 있다 표

참고 그 외 라오스는 태국 넝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 연결프로젝트와 제

카이
남콩

수력발전프로젝트 등을

<

프로그램으로 중점 개발

4-3>

사업연도

(2001 )

프로젝트 名

설비능력
(MW)

주요 금융협정

ㆍ
다목적
확장

세계은행차관 천만 달러
천만 달러 미정

〃

ㆍ

이후
자료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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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기술지원이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
라오스는 특히 메콩강 유역개발을 통해 자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해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메콩강 중류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한
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에서
또한

년

정상회의에서 라오스는

로의 도약 이라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프로그램 이행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년까

지위를 탈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

지 최빈국

다 현재 라오스에 없는 철도 개발을 통해 균형 개발과 기타 유역국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자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관광부
비자면제협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문 협력차원에서

베트남은 북부의 남북회랑 제 동서경제회랑 남부회랑 등과 관련 교
통망 연결 및 항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 및 투자 원
활화 전력교류 등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 메콩강 유역
개발을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강하류 지역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을 경제개발에 동원하고자 인적
자원 개발을 우선시하고 메콩델타의 농업자원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지
역에서의 어업개발협력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류국가와
의 수자원 분쟁 및 상류 개발시 하천에 미칠 영향을 고려 상류와의 연계
성 및 협력을 중점 강조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수송망 연결과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부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서경제회랑의 동쪽지역 프로젝트가

년 완공될 것으

로 보임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국경도시 공간개발계획
과 동서경제회랑에 대한 사전투자조사
를
종합지역개발계획

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또 북동 국경지역의
도

의 지원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서경제회랑의 서쪽지역은 미얀마와 인도 등을 육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로 및 해로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회랑과 관련해서는
라오스를 통해 중국과의 도로망 연결 번 도로
국제메콩교 건설 매사이와 치앙샌

년 완공 예정

및 치앙콩지역을 포함하

는 치앙라이지역내 특별국경경제지대
립

제
설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연안회랑
과 관련 태국은 군부대를 통해 트랏

코콩 쎄암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할 예정이다
태국은 자국 구간의 경우 수송망 정비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고 평가
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무역 및 투자 원활화 전력 교류 등에 대해서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 온 태국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

프로그램에서도 그동안 이룩한 경제발전 경험을 배경

으로 메콩강 유역의 중심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에는 동남아 중
심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태국은 자국의 민간기
업이 메콩강 유역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 태국은 통신망 연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남아에서
태국 통신사업의 역할 확대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메콩강
이 흐르는 태국의 북부와 동북부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
는바 이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치앙마이를 메콩강
유역의 허브공항으로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메콩강과는 황금의 삼각지대 일부분만을 공유 전 국토의
는 미얀마는

의

하고 있

프로그램 관련 프로젝트가 한정되어 있어 그동

안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제 동서경제회랑이 확대됨에 따라 다소 적극
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가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는 태국과의 국
실제 태국은 특별국경경제지대 설립과 관련하여
회계년도 예산안에 일정
기금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북회랑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유역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투자조사를
였다 이와 관련 태국정부는 향후
프로젝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년

동안

에 요청하

개 프로그램과

개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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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몰라민

을 연결하는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 미얀마 대 항구 중 하나인 몰라민에 새로운 심해항구
건설 몰라민 앞 칼레곡

섬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 등이다 이

중 태국의 매솟
타톤
약

에서 먀와디를 거쳐 코카레익

파안

을 연결하는 도로개보수 프로젝트는 태국이 억 바트

만 달러 를 지원

년부터

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

께 미얀마는 메콩강 유역개발을 자국의 풍부한 자원개발의 기회로 활용
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약

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천연가스

트 규모의 수력자원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만

와

프로그램 중

특히 에너지부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ADB
는 향후

프로그램과 관련 유역국의 공동 번영과 성장 추구

를 위해 유역개발의 방향을 대 추진원칙과

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원 역시 제도 구축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과
개의 경제회랑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는 동서 및 남북

경제회랑의 인프라 확충 및 연계에 중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

억

는
만 달러와

지원할 예정이다

년부터

년까지 약

개 투자프로젝트에 대

개 기술지원프로젝트에 대한

만 달러를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이

베트남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는 통신

인프라 구축이 민간자본 유치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표

참고

프로그램 입안 및 개발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지원해 온 일본은
최근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추

진으로 중국의 남진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개발혜택을 중국이 보다 많

메콩강 유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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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
라오스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ADB

프로젝트명

농업 개발
금융부문 대출
북서부 관개사업
조림 플랜테이션
촌락 개발
북부지방 전력공급
푹호아 지역 수자원 개발
중부고원 삼림 개발
중부 도시 개발
공공 행정개혁
쿤밍 하이퐁 회랑
소 계
캄보디아 지방 상수도 및 위생
캄보디아 지방 송전 및 배전
캄보디아 중소기업 개발
캄보디아 총크니스지역 환경개선
캄보디아
통신 기반사업 단계
라오스 북부 지방 관개사업
라오스 북부 중부 상수도 및 위생
라오스 농촌 금융 개발
라오스 농촌 도로 개발
통신 기반사업 단계
라오스
베트남 중부지방 수자원 관리
베트남 농업 과학 및 기술
베트남 전력 송전 및 배전
베트남 중소기업 개발
베트남 중등교육 개발
소 계
베트남 남부경제회랑 트라이앵글 개발
베트남 남부경제회랑 베트남 구간 도로
캄보디아
〃 캄보디아 구간 도로
소 계
자료
자료를 토대로 작성

총사업비

조달방법
자체
협조
ADB
예산
융자

미정

미정
〃

미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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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얻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 연계되는 프로젝트보다
는 동서간의 연계나 소프트웨어 측면에 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할 프로젝트로는 제 및 제 동서경
제회랑 앞의 일본의 참여 현황 설명 참조 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동
서회랑을 제 동서경제회랑으로 변경하게 했고 또 남부회랑을 제 동서
경제회랑으로 변경하게 했으며

년

월

고이즈미 총리의 지원방침 천명 이후 전체
고 이 회랑들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정상회담에서
의 축소방침에도 불구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와 빈곤퇴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교육 서비스 민간투자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고 일본은 이를 위한 경제구조조정과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집
중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국의 역량 강화에 대해

프로그램을 관리 및 실천할 수 있는
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특별기금

을

통해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또 유역국들의 취약한 경제관
리 거시경제지표 중장기 재정수지 외채 관리 등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
지고 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해

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다

2. 유역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메콩강 유역개발이 지속되고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지된 상호 협력차원을 넘어 다음의 분야
에서 정치적 협력이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남진정책
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우려 국경선 문제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와 태
국 등 양자관계 중국과 베트남 태국과 인도차이나 태국과 미얀마 등
상ㆍ하류의 환경보호연계문제 국경무역 및 밀수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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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메콩강 유역개발은 유역국가간 경제적 격차 해소

와

등

으로 나뉘어져 있는 추진주체의 단순화 및 기능 강화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 동식물 등 환경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유역개
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국제기구와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자
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우선순위가 결
정되지 않는 등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향후
그램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자금은 약
로 보인다 그리고
약

년 말 현재

년간

프로

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

의 기술지원 및 투자를 포함하여

억 달러 가량은 잠정적으로 조달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동서경제회랑의 몰라민 심해항 건설 미얀마내 몰라민 먀와디
구간 도로 건설

개 계획에 대한 사전투자조사 남북경제회랑의 치앙콩

과 후에이사이를 연결하는 제 국제메콩교 건설 후아이콘
벵

팍

도로 연결 제 국제메콩교로부터 타나렝에 이르는 철도 연

결 남부경제회랑의 남부 라오스 시아누크빌 도로개보수 캄보디아 중부
의 동서회랑프로젝트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철도 연결 티바이 붕타우항
개발 등

개 프로젝트에는 아직 투자나 지원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역외국 또는 민간의 진출이 이루어져야만

개핵

심선도 이니셔티브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금의 확보 특

히 민간투자 유치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수송네트워크
와 통신망의 개발 및 연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투
자가 필요하며 새로운 많은 비즈니스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도 투자가 요
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자금조달방법으로는 각국 정부 다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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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구나 국제금융기관 외국이나 현지의 민간직접투자 국제민간펀드
국제 또는 국내 자본시장 등을 통한 자본조달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
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바 유
역국가들은 민간부문의 투자유인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을 추진하고 법ㆍ제도적 환경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
다국간에 걸쳐 있는 종합인프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관계국간 정기적인 협의를 유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회원국간 지역경제협력관계의 유지와 지속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초기의 추진주체 역할을 수행한

를

대신할 새로운 추진기구의 설립이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넓은 의미의 메콩강 유역개발 의의와 목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을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역내 격차해소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전체가 중심이 되어 개발

선발 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

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은 준유역국 의 입장에서 그리고 회원국의
절반이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접근방법을 소
극적 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이
지연되고 동서회랑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유역협력 강화 및 프로젝트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역내 정치적 혼란방지 내란이나 분쟁에 대한 조정 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 등을 위해 역내 각국간 확실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 광의의 메콩강 유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추진조직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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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MS

GMS 정상회의
정상회의

국가조정위원회
국가조정위원회

각료회의
각료회의

고위공무원
회의
고위공무원회의

국가
조정
국가조정

8개
개 분야
분야
포럼 작업반회의
포럼/작업반
회의

GMS 사무국
사무국
(ADB, Mekong Department)
(유역
유역6 개국)
개국

하고 있고 중복되는 프로젝트도 존재하는바 역내 각국간 및 역내와 역외
간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가운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재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표

의 자금력 전문지식

등

의 적극적인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와 같이 현재 유역국들은 메콩강 유역개발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는 상황인바 유역개발을 전담하는 국내조직의 설립도 필요하다
물론

가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유역국들의 관심을 집결시

켰으며 자금 및 기술지원을 해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 역할은 향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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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MS

국 명

(2002

GMS관련 장관

11

)

코디네이터

캄보디아 계획부 장관

중 국

재정부 부부장

라오스

총리실 장관 겸 메
콩위원회 위원장

미얀마

국가평화발전위원
회 의장실 장관

태 국

부총리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자료 野本啓介

후

와

年 月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메콩강의 상류

에서 하류에 이르는 각 개국은 상이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중재자로
서

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유역국가들이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추

진할 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이기에 프로그램 추진주체로서

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변자로서 역할도 있다
유역은 중국과 태국을 제외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소 소외된 국가들
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관심제고를 통한 국제자본의 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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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유역내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개발하

는 것과 세계 및 지역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프놈펜 플랜과 같이 노동자의 기술수준 및 경쟁력 향

상 교육기회 부여 기술 개발 보건환경 개선 등 유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개발의 중요한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세계화가 지속되고 강화됨에 따라 유역내 협력은 유역국의
수출증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은 유역
국이 세계화의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4-6>
캄보디아 라오스

인간개발지수
기대수명

년 순위
년 년

산모사망자 수
년
만 명 신생아당
세 미만 저체중어린이 총인구
년
인당
기준
식수이용률 총인구
년
빈곤인구 총인구
자료

년 달러

미얀마

태 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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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나 도하개발어젠다

로 대

표되는 뉴라운드의 등장 새로운 지역무역이니셔티브의 확산 등은 이 유
역국들에 많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도 수반할 수 있다 이에 대
처하기 위해 유역국가들은 제도 정비나 법적 조화 등을 통해 각종 장벽
을 완화해 나가야 하며 거시경제적 안정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 시장
의 경쟁력 제고 등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메콩강 유역개발과 같은 다국간 종합인프라 특히 수송체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크게 물류 관련 제도의 표준화 국경통
관수속의 효율화 광역 인프라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두만강지역개발계
획 남미공동시장

지역의 광역물류인프라 정비 중ㆍ동구의 광역

인프라 정비 등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따르면 물류 관련 제도의 표준
화는 유역국간의 조정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는바 충분한 효과를 얻
기까지 유역국의 경쟁조건 노동기준 인프라정비기준 환경기준 등 의 표
준화 세제의 표준화 경제적 규제의 철폐 등이 필요하다 국경통관수속
효율화는 관련국간 비교적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과제로
는 각종 규제의 통일화

의 사용 확대를 통한 사무의 효율화 통관업무

일부의 민간으로의 위탁 세관원의 능력 향상 등이 있다 그리고 광역인
프라 정비는 비교적 적은 비용에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 물류통합의 인센티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개 분야의 난이
도에 따라 비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통관수속의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착수하는 등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메콩강 유역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메콩강은 역내 개국 약 천

를 흐르고 있고 이 강을 통해 식수 관

개용수 수력발전 어업 등을 영유하는 인도차이나지역에서는 생명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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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것이기에 환경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역개발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인바 적절한
감시체제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권

4-7>

역

주요 개발활동

파생되는 환경문제

란창강
유역

도시 및 공업개발 관개ㆍ인프
생물 다양성의 상실 수면 변화 토양
라개발 댐건설 과잉수렵 화
유출 및 토양의 영양분 상실
전 및 이동경작 수로 개량

라오스
유역

삼림궤멸 및 피폐 지역생태계 파괴
과잉삼림벌채 화전ㆍ이동경작
생물 다양성의 상실 토양 유출 및 토
과잉수렵 댐건설 광산
양의 영양분 상실 모래퇴적

지류수의 수질 악화 공해 염류화 표
태국동북 관개ㆍ분수 도시 개발 농업 사운반 서식처 및 생물 다양성의 상
부ㆍ비엔 및 공업 개발 인프라 개발 벌 실 수생물의 번식 및 성장기반 상실
삼림 궤멸 및 피폐 지역생태계 파괴
티안 유역 채 토지잠식 광산 巖鹽 등
토양 유출 및 토양의 영양분 상실
과잉삼림벌채 화전 및 이동경 삼림궤멸 및 피폐 지역생태계 파괴
중부베트
작 과잉수렵 댐건설 집약적 생물다양성의 상실 토양 유출 및 토
남 고원
이주지 개척
양의 영양분 상실 모래퇴적
캄보디아
과잉삼림벌채 화전 및 이동경 삼림궤멸 및 피폐 지역생태계 파괴
유역평야
작 과잉수렵 및 채취 습지대 생물다양성의 상실 水생물의 번식 및
습지대ㆍ
로의 잠식 농업의 확대
성장기반 상실 모래퇴적
배후지
과잉삼림벌채 습지의 수산양 생물다양성의 상실 연안의 자연생태
식 전환 산성토양에서의 농업 계 손실 삼림궤멸 및 피폐 지역생태
메콩델타
도시 및 공업개발 인프라개발 계 파괴 농업 및 수산양식에 따르는
내륙수운 개선
부정적 효과
자료 笠井 利之 編

또한

프로그램이

년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된 배경에는 탈냉

제 장

프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

전체제의 기류 유역국간의 협력체제 형성 가능성

년대 이후 유역국

들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등이 작용한 것으로 관련국가들의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역개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초기
의 취지 및 기대와는 달리 아래의 지역에서 유역국가들간 분쟁의 조짐이
싹트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는 것도 원활한 유역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중국 윈난성의 메콩강 상류 지역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상
류지역에 해당하는 윈난성에서 대규모 댐들을 건설함으로 인해 중ㆍ
하류지역의 강의 흐름을 둔화시켜 관개농사 수력 발전 생태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황금의 각지대

댐

이나 도로 건설로 인해 주변 소수민족들의 생계와 생활방식이 큰 영
향을 받음
라오스의 북부와 중부를 포함하는 메콩강 중류지역 유역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 및 생활환경 변질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단되
는 프로젝트들도 발생하고 있음
베트남에서 라오스 남부로 흐르는 세산강과 세콩강 지역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 홍수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함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지역 상ㆍ중류지역의 댐 건설로 톤레삽 호수
와 강의 물 흐름이 변화되고 유역 농ㆍ수산업이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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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콩강 유역개발의 경제적 의의
메콩강 유역개발사업 넓은 의미 은 동남아내에서도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개발하는 종합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사
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콩강 유역국들은 풍부한 성장잠재력에다
가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

5-1>

6

GDP

이상의

참고
(2003~25 )
단위

2003
중

2004

2005

2006

2007

2008~25

국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 남
자료

최근에는 이 유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메콩강 유역개발은 동남아의 경제
협력 또는 경제통합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협의의 메콩강 유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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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뜻하는

프로그램은 동남아지역내 소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즉 자연적 경제권의 개발을 뜻하는 것

이며 유역 개국과 윈난성을 합한 광의의 메콩강 유역권 개발은 하나의
경제협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

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지원은 메콩강 유역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의 가속화라는 장기적인 목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소규모의 지역협력이나 성장삼각지대도
포함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경제권

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 경제권이란
여러 국가나 지방간에 경제적 보완성을 활용하여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적 구분을 초월하여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확대하
거나 심화시키는 현상 을 의미한다

자연적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 유

역을 개발하고 서로 협력하는 역할이 조정되어지는 것이다 특히 인도차
이나지역은 메콩강 유역이라는 하나의 자연적 동일 경제권 외에도 개발
초기라는 점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발전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 최근 이 국가들 대부분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유사성을 보유하여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체 메콩강 유역개발은 경제개발의 남북문제에서 개발원조를 비
롯한 경제협력의 시험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태국을 포함한 인도차이나지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 추진 이
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림

참고 특히 메콩강 유역을 중심

으로 한 성장잠재력과 개발수요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뿐만 아니라 주변 동남아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일본을 비롯
프랑스 호주 등
그리고

회원국의 개발원조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협력방법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은 다양하며 이들은 메콩강 유역개발을 위해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
다 단기적으로는 메콩강 유역이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견제하고 의식하며
지원을 강화하는 경제협력의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제
회랑과 동서경제회랑이 완성된다면 중국의 對동남아 교류는 급증할 것으
로 보이며 이 지역 역시 화교상권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인
지원국인 일본 역시 자금력을 앞세워 메콩강 유역권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중앙정부는 남진정
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남부지역의 인도차이나 반도와의 연계 개발과
윈난성의 풍부한 자원 개발을 위해 성정부의

프로그램 참여 특히

도로 철도 전력 개발 등 인프라사업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
통신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마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한 최근에는 윈난성을 중심으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를 잇는 大西南
經濟圈 또는 華南經濟圈 구상이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남서부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쿤밍을 경제센터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개국을 거쳐 흐르는 메콩강의 개발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국제하천 개발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길이를 비교한 세계

대 강을 보면 메콩강은 나일강이나 아마존강과 같

이 많은 국가를 흐르는 국제하천이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예를 들면
개국이 유역을 형성하는 아마존강의 경우 상류부는 볼리비아 페루 에콰
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개국을 각각의 지류를 통해 흐르고 하류
에서는 이 지류 모두가 브라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강의
경우 개국이 서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류의 개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중요하다 반면 메콩강은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과 라오스→캄보디
아→베트남을 차례대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역국 특히 상류나 중
류국가의 영향이 그 이하 유역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
면 상류인 중국의 메콩강 본류 수력발전 댐 건설이나 태국의 유역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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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메콩강 본류의 물을 태국내로 끌어들여 댐이나 관개용수로 사용할 계
획 등이 유역국의 경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메콩강은 유역
국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 상류측이 되기도 하고 하류측이 되기도 하는
등 수자원 이용에 관한 생각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국
제하천 개발과 비교해 볼 때 유역국간의 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
떠한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국적 국제하천의 종합개발은 선진권인 유럽에서나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뿐이고 아프리카나 중남미 중동 등에서의 인위적인 개발은
성공한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메콩강 유역개발도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시
각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메콩강 유역개발은 활발했고
유역개발로 인해 인접국가간 협력을 위한 신뢰와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된 것이 유역개발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메콩강 유역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와 비가시적 성과
가 창출되었다 가시적 성과는 교역의 증대와 인력 자본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고 비가시적 성과는 유역국가간 신뢰구축인데 이러한 신뢰구
축은 메콩강 유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프로그램의 최대 성과는 유역 공동개발에 대한 믿음

과 신뢰

구축이며 이를 통해 구축된 유역의 평화 및 안정과 유역 개
발은 동남아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의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역내 무역의 증가와 빈곤층의 감소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년

월 캄보디아

년

월 중국이 태국 라오스 베트남의 재화

및 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메콩강 하류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미얀마도 이 협정에 조만간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유무역지대뿐 아니라 중국ㆍ

형성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프로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그램의 추진으로 유역국가들은 동서지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
트남 간 협력과 개발이 본격화되고 남북지역간 중국 인도차이나 경제협
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메콩강 유역개발은 그 잠재력과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콩강 유역개발은
년 이후 계속 개최되고 있는

정상회담과 한ㆍ베트남을 비

롯 동북아와 동남아 개별정상회담에서도 매번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년

월 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최되어 다시 한번

정상회의가 개

프로그램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도 최근 신구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해소를 메콩강 유역개발을 통해 모색
도

하고 있으며

년 월

년을 메콩강 유역개발협력의

년 으로 결의하는 등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최근 태국과 워싱턴에서 개최된 두 건의 국
제회의와

년 개최된 제 차

다 태국 방콕에서

년

각료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월

일 열린

는

紙

지 신문으로 구성된

아시아지역

개 영자

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메

콩강 유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주요 매스컴을 통해 확인한 계
기가 되었다 그리고

년

월
은

일 워싱턴에서 열린
와

誌가 공동으로 주

최하였다 워싱턴 국제회의는 미주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것으로 미국정
부 국제기관 업계 학계 등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평가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 차
유역

개국과
메콩연구소

의 대표단뿐 아니라
메콩강위원회

각료회의에는

사무국
유역 각국 상공

회의소 등이 참가하였다 전통적인 지원국인 일본 핀란드 프랑스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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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
이번에는

등도 참가하였고

를 비롯
등의 원조기관과
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등과 같은 민간분야도 참석하여 최근 국

제사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방향
.
프로그램이 이처럼 다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대외개방으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및

측면에서는 메콩강 유역

은 한국의 큰 시장과 경제협력대상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이 인도차이나지역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아 무역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정부간 경제협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관심은 낮은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진출한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라오스
에서 수력발전소 건설과 도로개보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업이 몇 개 있으
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간 경제협력의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의 대
외경제협력기금

은 규모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와 중국에 집

중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이다

년 말까지 중국은

건 억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만 달러 베트남은 건 억
캄보디아는 건
각각 위

<

위

만 달러 미얀마는 건

만 달러를 지원받아 한국의 지원대상
위

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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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달러
개 국가중

참고 누적기준으로 전

EDCF
년 말 승인 기준

대상지역

사

업

지원규모
(백만달러)

명

승인일

번 도로 개보수
티엔 딴

상수도 건설

〃

바리아발전소 복합화력설비 구매
베 트 남

백신공장 건설
바리아발전소 복합화력설비 구매 추가
티엔 딴 상수도 건설 추가
고체폐기물 처리
소 계

건

전화통신망 확충
송배전망 확충
미 얀 마

양곤항컨테이너 야적장 건설
철도차량 구매
간염백신 제조
소 계

건

행정전산망 구축 사업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캄포트 트라팡로포 도로 개보수
소 계

건

윈 난 성 쿤밍시 고가도로 건설
총 계

건

주 중국 전체의 경우
년까지 총 건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

억

만 달러가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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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트라핑로포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원의사를 표명한

년 지원이 결정된 캄포트

년 월까지 년 동안

만이

만 달러 지

는 넓은 의미의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은

의 무상협력자금 지원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년 이후 최상위권에 속하여 왔으며

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위 라오스

년 현재 위를 차

위 미얀마

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항상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광의의 메
강 다목적사업

콩강 유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베트남의 야수프
탓살렌

소수력발전소 건설

에 대한 전문가 파견 등이 이루

어졌을 뿐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쿤밍 철도 연결
부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

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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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협
력
형
태

프로젝트의 세

개발조사

건

프로젝트형
기술협력

건

전문가파견

명

연수생초청

명

기자재 공여

천달러

해외봉사단파견

명

실적금액기준

캄보디
라오스 미얀마
아

천 달러

주 실적금액은 당해연도 평균환율로 환산한 것임
자료

태 국

베트남

중 국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
인도차이나지역은 민간과 정부 모든 측면에서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차이나 경제개발의 핵심
사업인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민간
과 정부의 상대적인 관심도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교역은 급속히 증가
하고 있지만 절대량이 적은 상황이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은 이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를 상대적으로 반감시켰다 정
부측에서 보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해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메콩강 유역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 특히 유럽과
호주는 한국의 진출과 다소 상이하다 유럽의 경우 환경보존 빈곤퇴치
및 질병예방 등 주로 인도적인 부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그리고 유럽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선단체 등이 많고 의

료수준이 높아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이 용이하다 최근

프로그램 중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유럽의 진출이 눈에 띄는데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
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

프로그램에 진출한다는 것은 동남아지역과

유럽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메콩강 유역은 환경에 대
한 인식이 낮아 개발과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이 참여한 광의의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는 도로부문 정
비

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이 전부이다 이

모두가 정부의

나

의 무상협력지원사업에 속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 및 토목사업이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진출이 부진한 것은 유역개발 프로젝트가
갖는 낮은 경제성과 안정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또 하나 한국정부나 기업의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대한 진출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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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는

규모의 제약과

방식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

한 대처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역국가들이 개발자금을 자체
동원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매우 중요하다 그 외
에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정부 당국과 국내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별 프로젝트 자체가 개발자금 동원의 한계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크게 여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각종 프로
젝트 추진이 당초 계획이나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역국가들의 수원능력 부족과 외
국인투자환경의 미비를 들 수 있다 태국을 제외하면 유역국가들이
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구하
였으나 아직 인프라 부족 각종 법 및 제도 미비 자본 및 금융시장 결여
등 진출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불안 미얀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 미얀마 한국과의 제반협력협정 미비 등도 한
국의 진출이 부진한 이유로 보인다
.
1) 참여의 필요성과 방향
인도차이나지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또 거대한 성장잠재력
을 보유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에 따라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관심과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이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서 소외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우선
램 자체만 하여도 향후

년 이내

프로그

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구상 중인 프로
젝트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콩강 유역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협력 증진의 시험무대가 될 정도로 이 국가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메콩강 유역국을 포함한

과의 연계성 및 우리 경제와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들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아

시아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 유역국 윈난성
제외 은 한국과의 교역량이

억 달러

년 기준 에 이르고 특히 매년

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메콩강 유역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 유역국들은 산업발전단계상 수직적 분업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동남아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된다면 무역전환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시
수출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이 지역들의 저임노동력

장으로서 對

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對美 및 對
용도도 높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미국과

우회수출기지로서 활

년 말 무역관계 정상화 협

정을 체결함으로 인해 시장개방의 확대와 對美 수출기지로서 부각되고 있
으며 캄보디아는 미국 등

개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을 정도이

다
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 메콩강 유역국 윈난성 제외
들은

의 절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지역 역시 세계적인

지역주의화 추세에 부응하여 경제통합의 심화와
있다는 점이다

의 확대를 추구하고

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조기추진계획에 의해 기존의

개국은

년까지 공동유효실효관세

에 의한

의 관세인하를 완료하였으며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미얀마는
다 게다가

년 캄보디아는

년까지

이하로

년 라오스와

이하로 관세를 낮추고 있

는 모든 관세의 완전철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윈난성을

제외한 메콩강 유역국들은 그 시기를 당초

년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을 포함한

년까지 년을
은 이미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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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키로 합의 협상에 들어갔으며 일본 인도 등과도

추진

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

정치ㆍ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메콩강 유역개발은 인도차
이나반도와 태국 및 미얀마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ㆍ확대
가입 올림픽 유치로 높아진 국제위상을 발판으로

하려는 일본과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운데
최근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향후 유역개발이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랑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진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진출은 경쟁관계
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기대
이상의 실리와 참여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를
단순히 유역국에 대한 관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對
중국 관계 나아가 對

관계 對

과 중국 관계 對일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게다
가 최근

중국

고 이 지역들은

와

일본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

의 절반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참여방안은
지원을 통해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한국의 국별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원규모와 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가장 적합

한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 건설될 제 국제메콩교에
대한 지원이다 후에이사이 치앙콩 교량은 약 천만 달러가 소요

추

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지원의사를 밝힌 국가나 기관은 없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는 일본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일

본은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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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라오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점 중국과
일본의 헤게모니 싸움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교량을 포
함한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의 핵심이자

의 연결루

트여서 상징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3

>

메콩강 본류에는 호주정부의 지원으로
년 완공된 제 국제메콩교가
태국과 라오스 국경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제 국제메콩교 건설은 일본
의 지원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호주와 일본의 지원하에 개의 교량
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각각 개씩 건설되어 있다
제 국제메콩교는 友好僑
로 명명될 정도로 호주의
지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실제 메콩교 건설로 태국과 라오스의
교류가 교량 건설 이전보다 많이 활발해졌다 특히 태국 북부와 동북부지
방 그리고 라오스는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와 외
자유입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는데 교량 건설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지대
와 메콩강 유역 경제
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량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
과 함께 현재 계획 중인 제 국제메콩교는 향후
가 관통하게
될 지역으로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한국과 동남아지역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들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관계로 이 지역들과의 교역 확대는 가속
화될 전망이다 특히 메콩강 유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
어 생산거점 확보 면에서 전망이 밝다 일본이 각종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
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듯이 한국도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할 때이다 천만 달러
추정 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어려
운 문제이나 한국의 이름으로 제 국제메콩교가 건설된다면
프로그
램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이라는 상징성과 메콩강 유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미래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양 지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국제협력추세에 따라
증여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회원국으로서 한국도 무상지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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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상자금 지원 확대가
능분야는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오스는 관광과 특용작물분야에 캄보디아는 섬유산업과 관광 및
건축분야를 들 수 있고 중국 윈난성은 특용작물 및 원예부문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유역국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자문 삼림녹화 및 환
경부문 농촌개발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훈련부문 등도 들 수

있다 메콩강 유역이 대부분 개도국 혹은 저개발국임을 감안하여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개발과 잘살기운동 등 의식계몽차원의 경험은 현지국들로
부터 환영받을 만한 분야이며 이는 대규모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의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이 이 지역들에

를 제공할 경우 상징성과 개발 가능성

이 높은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

문이다
다만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참여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
다 메콩강 유역개발사업 특히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일

본과 중국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메콩
강 유역개발로 정비된 유역내 수송망을 태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일본기
업의 물류망으로 활용하고자
참여하였고

제공

프로그램 계획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를 통한 무상 지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당초

를 통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차이나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태국과 일본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인도차이나 전 지역 중국 서남부 내륙지역 미얀
마 등을 동서남북으로 직접 연결하는 수송망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정
비 및 국경무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인구 억 천만 명에 달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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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수시장을 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들에 제공한다는 중장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윈난성 등 낙후된 서남부 내륙지방
을 적극 개발한다는 내적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 내륙
지방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남북 수송망 확보에 있다 중국의 서남부 내륙
개발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도양을 통한 유럽 및 중동 등으로의 진
출이 필수적이나 그 루트로는 구이저우성 貴州省 광시성 廣西省 후난
성 湖南省 광둥성 廣東省 및 홍콩 특별구 등을 통한 육로 연결이 유일
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우선 미얀마 내륙수운 태국 중앙부 육상 수송
쿤밍 하노이 하이퐁 수송망 등을 정비하여 윈난성과 인도양 및 태평양을
직접 연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메콩강 유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경무역 증대와 이 지역들의 화교상권 지원이라
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참여시 이러한 숨은 의도
를 파악하여 국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얀마와 라오스의 수력자원개발분야에 참
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정국이 안
정되면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탄르윈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차원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대
규모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과 아직 경제성이 낮다는 점에서 곤란한 상황
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
고 최근

의 통합과 단일시장화가 급진전되고 있는바 단일시장의

효과가 상품과 인적 교류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임에 따라 운송수요가
확대되고 당연히 과거나 계획 초기 평가되었던 것보다 최근 경제성이 많
이 높아진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은 향후
동안 최소 약

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고 특히 그 중

년

억 달러는 이

미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수주능력 개선 프로젝트
파이낸싱능력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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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무엇보다도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제고 수출입업체나 투자
활동에 대한 지원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 등 메
콩강 유역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메콩강 유역국과 경제협력을 증
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은 우
리의 중요한 시장인 동남아 특히 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차이
나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인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 지역들은 최근 동아시아와 남아시
아를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메콩강 유역개발은 한ㆍ

뿐 아니라 한국과 유역국 개별 정상회

담 등에서 단골의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더욱이 메콩강 유역개발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년

월에는

정상회담과 함께

정상회의도

개최됨에 따라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메콩강 유역개발이 최근에는 인프라 개발과 함께 이를 무역ㆍ
투자와 연계하는 경제권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단순한 구상
에 지나지 않았던 중국의 윈난성과 미얀마 안다만해 태국만 남중국해
연결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 및 제 동서경제회랑과 남북경
제회랑 등 이 유역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많은 회랑이 향후

년이

내 집중 개발될 예정으로 있다 이 중 앞서 개발되고 있는 제 동서경제
회랑에는 농가공산업 관광산업과 무역 등을 중심으로 개 분야

여개

의 세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에 무역특구
개념을 도입 각 경제회랑을 복합경제단지
화하는 방향으로 최근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

기도 하다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우리의 무역 및 투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자 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의 경제통합 즉

가 심화될수록 동남아로의 직접수출

은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타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콩강 유역국 특
히 인도차이나국가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여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을 對
수출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욱이 산업구조적 측
면에서 볼 때

출범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촉진됨에 따라

각국간의 산업재배치와 각국의 경쟁우위에 입각한 무역흐름의 재편이 추
진될 것이므로 한국기업들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한국은 또 지원국그룹의 일원으로서 메콩강 유역국 경제개발에 긍정적
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만큼 지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관련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정부의 정책수립 준비를 위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메콩강 유역개발 관련회의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도 있다
각종 회의나 세미나 참여를 통해 메콩강 유역개발 관련 전문가를 비롯
관련국 정부의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를 비롯한 국제기관의 전문가

들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민간기업들의 시장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비
관세장벽을 비롯 무역ㆍ투자장벽 해소에 중점을 둔 외교적 노력이 있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미비와 인허가절차의 복잡
성 등 경제 외적인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제반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신흥경제권의 국제사회
등 편입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을 위해 당사국들은 보다 큰

폭의 시장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바 베트남 등의

조기

가입이나 국제사회 편입을 적극 지지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수립이 요
구되고 있다

년 월 중국은 향후

년내에

과 자유무역지대

제 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태국 등과의 개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도

전체와의

년 싱가포르와

를 체결한 일본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여기에 편승하

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메콩강 유역국을 포함하고 있는

과의

체결을 적극 고려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이미 시작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위시해
서 개별국과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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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현황
년 말 현재

.
1) 도로부문
가

방콕 프놈펜 호치민 붕타우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은 방콕 프놈펜 호치민 구간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프로젝트이다 추정

공사금액은 억 천만 달러이며 방콕 캄보디아 국경 구간은 완료시
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세부 구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ⅰ 방콕 태국 캄보디아 국경구간
태국의 방콕 파넘싸라캄

구간

은 차선에서

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파넘싸라캄 태국 캄보디아 국경까
지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째 루트는
그리고

번 고속도로의 카빈부리

번 국도의 싸캐오 아란야쁘라텟을 경유하여 태국 캄

보디아 국경인 키옹르억
사업 구간은 파넘싸라캄 카빈부리의

까지 이르는 구간이다

구간이다 카빈부리 싸캐오의

에 대한 확장 프로젝트 예산은 이미 승인되었고 나머지
에 대한 확장사업은 태국의 제 차 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
진될 예정이다

차선 확장
구간
에 추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두 번째 루트인 파넘싸라캄 싸캐오는
디아 국경간 거리를 기존 도로보다 약

년 완공되어 방콕 태국 캄보
를 단축시켰다

ⅱ 퍼이펫 프놈펜 구간
퍼이펫 씨쏘폰의

구간 도로개선사업은

년

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

정부에 차관을 공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다 도로개선사업 대상의 기타 구간 씨쏘폰 푼쌋
년

월

프놈펜 구간은

의 간선도로 개선 프로젝트

에 포함되어 있고
며

가 캄보디아

년 월 현재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

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구간 중 프놈펜 캄퐁창

구간

은 캄보디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구간이다 푼쌋 프놈펜 구간

및 기타 구간

도로개선은

년 완료되었다

ⅲ 프놈펜 바웻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캄보디아정부가 일본정부에 프놈펜 닉루엉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년

월 타당성 조사

구간 재건설을
가 시작되었고

년 착공이 예상된다 캄보디아정부는 또한 일본에 자금 지원을 요청
하면서 닉루엉지역의 교량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닉루
엉 바웻 구간

은

지원하에 공사가 시작되어

년 월까지

정도 완료되었다
ⅳ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 호치민
이 구간은
있고
예정이다

구간에 대한 개보수와

개 교량 건설 등이 포함되어

의 지원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년 말 완공될

부록

ⅴ 호치민 붕타우
이

구간

번 국도 은 베트남정부 예산

년 완공되었다

었고

번 국도 중

만 달러가 투입되

는

년 완공을 목표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

태국 라오스 베트남 동서회랑도로 프로젝트
ㆍ
는 관련 개국의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왕래를 증진하고 베트남의 기

존 항구시설을 개보수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묵다한 싸완나

켓 구간

라오스 세노

교량 건설 및 연결도로

베트남

도로개선사업 라오스 국경도시와 동하

국경 구간

구간

개선 다낭항 방파제 건설 및 항구진입도로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ⅰ 무앙핀

라오스 베트남 국경구간

라오스 무앙핀 팔란

구간

정도 진행 중이며 일본 국제협력단

은

의 자금지원으로 실시되고 있

다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팔란 세노 구간
사가

진행 중이며

국경 구간

년 말 현재 공사가
도

자금지원으로 공

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세노 라오스 베트남

은 민간자본에 의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의 동서회

랑 프로젝트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회랑의 라오스 구간은

년 완공

될 예정이다
ⅱ 태국 묵다한 싸완나켓 교량 접근도로
이 프로젝트는 개의 개별 공사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공
사는 제 국제메콩교 건설 라오스 번 국도 연결 태국

번 국도 연결

등이다 제 국제메콩교는 약 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본 국제협력은행
세부 디자인과

년의 평가와 시사점

의 지원으로

년 완공될 예정이다 교량에 대한

접근도로 중 태국 구간은 일본

의 지원으로

년 완공되었다
묵다한 싸완나켓 구간의 제 국제메콩교 건설은 라오스정부와 태국정
부가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태국 라오스 교량 관리회사

가 유

지ㆍ관리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캄보디아 북동부를
연계시켜 자국 정부가 제안한 캄보디아 사회경제개발 삼각지대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ⅲ 라오바오 동하 다낭 구간
라오바오 동하 구간

은

진행 중이다 다낭과 후에
의 터널공사 개 가

의 재원으로

년부터 기초공사가

를 연결하는 번 고속도로는

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터널 접근용

도로와 교량도 함께 건설되고 있다 총공사비는 억
인데

길이

와 베트남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년

만 달러

월 시작되었고

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다낭항구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방파제

차선 접안도로

톤의 설비능력과
시작된 이 공사는

개의 터미널

등이 건설되어

년까지 연간 만 천

급 접안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와 베트남정부가 총공사비

길이의
년

월

만 달러를 부담하

고 있다
다

치앙라이 미얀마 라오스 쿤밍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는 태국 라오스 윈난성간 남북도로 연결사업으로 총

다 라오스에서는 번 도로로 알려진 보텐

루앙남타

에 달한

부록

후에이싸이

보케오

에 이르는 구간이며 윈난성에서는

쿤밍 라오스 국경간 기존 도로

에 해당한다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는 도로연결망이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나 라오스 구간은 개보수공사
가 필요한 구간이고 남북회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오스 구간의 총공사비는 약
년 월

는 이 프로젝트 중 윈난성 구간의 일부인 위안지앙 모

헤이 구간

을 위한 억 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년 차선 공사가 시작되어
선 구간
은

만 달러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은

년 완공될 예정이다 쿤밍 유시의 차

년 완공되었고 유시 위안지앙의 차선 구간

년 완공되었다

모헤이 시마오
은

구간

과 시마오 샤먼양

구간

년부터 시작되어 개보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차선 고속도로로 확장될 계획이다 샤먼양 모한 구간

년까지
도 현재 급

아스팔트 도로이나 곧 급 아스팔트 도로로 개보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
라 쿤밍 모한 구간은

에서

로 단축되었는데

년까지 급

이상 도로로 개선될 예정이다
라오스구간 보텐 후에이싸이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은 현재
년 공사가 시작되어

중국 태국이 자금
년 완공될 예정이

다 제 국제 메콩교 치앙콩 후에이싸이 건설이 최대 난제이며 현재 자
금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라

쿤밍 라시오 도로 개선
는 쿤밍과 북부 미얀마의 상업중심지인 라시오를 연결하는 도로
로 알려져 있음 의 개보수공사이다 윈난성에서 추진될 도로

개보수공사의 길이는

로 표준 급 고속도로 수준으로의 재건설과

개보수가 실시되며 미얀마에서 추진될 도로구간의 길이는

로 태국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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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사전 타당성검토에 의한 추
정 공사금액은 억
는

만 억

만 달러이다

년 월 윈난성의 추시옹

따리

구간 도로 개

선작업에 억 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윈난성내 쿤밍 추시옹 구간과 롱
슈앙카

루일리

리 바오샨

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따

구간과 바오샨 롱슈앙카 구간도 성정부에 의해

완료되었다 쿤밍 루일리 구간은
의 급 및

의 고속도로

의

가

급 도로

의 급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제 차 개년 기간

년 동안 안닝 추시옹 구간

과 마오샨 롱린

구간

은 고속도로로 개선될 예정이다 바오샨 롱린 구간은

가 차관

지원으로 억 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내에서도 무세

라시오 구간

이

社에 의해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몽라 켕틍 타칠렉 구간
중 몰라 켕틍 구간

은 공공사업청

해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켕틍 타칠렉 구간

에 의
도

방식으로

에 의해 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국과 미얀마는
기존의 타칠렉 메사이 구간 도로가 매우 혼잡함에 따라 새로운 국경 도
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메사이강을 가로지르고 제 의 다리
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년 월 태국의 지원으로

제 메사이교를 건설키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반면 태국내 메사이 치앙라
이 구간
마

은 차선 고속도로로 확장되었다
쿤밍 하이퐁 다목적 수송 회랑

는 윈난성부터 베트남의 하이퐁항 및 까이란항에 이르는 남북도로
프로젝트로 윈난성과 베트남 양 지역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쿤밍 베트남 국경지역 헤쿠

라오까이

하노이

부록

하이퐁 도로개선사업 쿤밍 하노이 하이퐁 철도 개선 인도차이나
및 윈난성 하노이간 홍강

운하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난시호

강 교량은 윈난성과 베트남간의 도로와 철도

수송을 처리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며

년 월 양국 정부는 양국을 직

접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내 수송망은 양호
하나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일반도로 철도 운하 항구
등은 제외하고 지속적인 보수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이 프로젝

트에 대해 양국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 도로 건설용으로 천
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바

년 시작되어

년 완공될 예정이다

남부 라오스 시하누크빌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는 내륙에 위치하여 상업용 항구가 없는 라오스가 접근도로를 통해

인접국 항구를 이용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캄보디아와의 교
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는 팍세

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까지의 남부 라오스 도로공사부문을 이미 프로그램化하여 순차적으
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라오스 남부지역의 도로개보수공사는 세계
은행 주도로
및 세부설계는

를 진행하였다 참파삭
년 월부터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까지는

도로개보수에 대한

의 지원으로 실시되었는데 팍세에서
및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을 포함

하고 있다 사전 타당성검토에 의한 추정 공사금액은

만 달러로 실

질적인 금융조달방법은 다자간 혹은 양국간 무상원조나 국제차관 등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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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라시오 로일렘 켕퉁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은 미얀마의 라시오와 로일렘 및 켕틍 연결도로

를 급 수준

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건설부의 지원으로
국영기업체인 공공사업청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억

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조달은 미얀마가 주축이 되어야 하나 현재 미얀마는
외환보유고와 국가예산이 빈약한 상황이어서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상원
조나 국제차관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아

윈난성 남부 북부 태국 북부 라오스 북부 베트남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은 계획 당시 라오스의

번 도로의 보수공사에 초점이 맞추어졌

으나 공사진행과정에서 변경되어 베트남 북부지역의 태국 윈난성 도로
연결구간인 라오스의

번 도로와 베트남의 번 및

번 도로개선사업

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라오스의 번 국도상에 있는 낫테위
에서 치앙라이 쿤밍 도로개보수 프로젝트인

와 연결된다 사전

타당성 검토에 의거한 추정 공사금액은 베트남지역이
라오스지역이
자

만 달러로 총

만 달러이고

만 달러가 예상된다

동북부 태국 남부 라오스 북동부 캄보디아 중부 베트남 도로개
보수
은 태국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베트남의 다낭항과 퀴논
항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베트남의

번및

번 도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며 총공사비가

번 도로와 캄보디아의
만 달러이다 기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으로 미루어 공사비용이 적을

부록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캄보디아 구간이
달러 베트남 구간이

만

만 달러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참파삭 도로개보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설계는
월부터

년

의 지원으로 실시되었으며 팍세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

경까지는
차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남부해안도로회랑

은 태국 남부지방인 뜨랏

에서 캄보디아

번 국도를 경

유하여 베트남 남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으로는
태국의 뜨랏 캄보디아의 코콩

년까지

과 캄폿 베트남의 하티엔

카마우 남카우 지방을 연결하는 것이다 제 차 유역운송포럼
에서 캄보디아가 제안하고 제 차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의 구간 중 뜨랏 캄보디아 코콩 베트남 하티엔은 우선 추진구
는

간으로 선정되었다
만 달러를

년 캄보디아에

만 달러와 베트남에

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구간 도

로개보수를 위해 각각 천만 달러와

만 달러를

가 각국 정부에

차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

번 국도 코콩 쎄암빌

공사는 캄보디아 정부의
고 있다

의 코파오

만 달러와 태국의
교량 건설은

구간

의 개선

만 달러 원조로 추진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선공사의 두 번째 단계에서 캄보디아정부는 제 단계 공사
의 완료에 이어 국제원조를 통한 재원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세암빌의 교
량 개는
건설되고 있다

방식이 제안된 반면 나머지 개 교량은 현지 기업에 의해
번 국도 트라핑로포

윌린

의

구간이 세계은행의 도로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
고 트라핑로파오 캄폿

구간은 한국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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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내 방콕 뜨랏 구간
선인 뜨랏 핫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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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선 고속도로로 확정되었고 현재 차
구간

도 제 차 개발계획기간 동안 차선
번 국도는

고속도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가 지원한 긴급홍수대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철도부문
가

윈난성 태국 철도 프로젝트
은 윈난성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교역증진과 윈난성 철로의 유럽으

로 연장을 목적으로 하며
의 씨앙윈

년 개통된 광둥

따리

역에서 태국을 연결하는 철도공사이다 총

구간
억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구간은 세 가지 예비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는 라오스의 루앙남타와 후에이싸이 및 태국의 치
에 연결되는 것이며 두 번째

앙라이를 거쳐 치앙마이나 덴짜이

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을 거쳐 넝카이

에 연결되

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얀마의 켕틍과 태국의 치앙라이를 거쳐 치앙마이
나 덴짜이에 연결되는 것이다
현재 이 구간은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이 예상되는데 윈난성내 구간
에 대한 세부 타당성 평가는 완료되었으며 윈난성정부는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국내 덴짜이와 치앙라이 구간에 대
한 재조사가 태국 철도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넝카이와 비엔티안 구간의
타당성 검토는 영국의 해외개발청

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태국 국경부터 윈난성 국경에 이르는 라오스내 전 구
간에 대한 새로운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호주국제개발청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만 달러에 달한다

년

이 자금

월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지원규모는

부록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나

윈난성 베트남 철도 프로젝트
는 윈난성과 베트남간의 교역을 촉진하고 항구가 없는 윈난성에서

베트남의 하이퐁항과 카이란항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수송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윈난성으로부터 베트남 국경까
지는 최근 개보수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베트남내 철도의 보수작업에
초점이 맟추어져 있다 사전 타당성 검토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나 추정
공사비용은
현재

만 달러이다
의 지원으로 베트남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

행되었다 그리고

가

만 호주달러를 하노이 라오까이 구간

단선철도의 통신망 및 신호기 공사에 제공키로 약속한 바 있
다
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철도 프로젝트
는 태국과 캄보디아 및 베트남 국간 동서방향의 교역 및 개발촉

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사범위는 캄보디아의 퍼이펫 씨쏘폰 구간
철도 재건설 씨쏘폰 프놈펜 구간
치민 구간

복구 그리고 프놈펜 호

건설 등이다 또한 신형 기관차와 차량 등의 도입도 포

함되어 있다 타당성 검토에 근거한 총공사비용은 약 억 천만 달러이
다 현재 조사는

일본의

와
등이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 자

체에 대한 추진은
는 이 중
제공키로 하였다

등의 지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만 호주달러를 무상증여로

만 호주달러를 차관으로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완료시 국간 수송비용 절감 및 교통향상효과가 기대되나 이 구간의
교통수준이 투자 타당성을 확보할 만큼 높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에 철도
망을 도입하는 데 따른 기술적 및 행정적 난제가 남아 있다
라

태국 라오스 철도 프로젝트

는 메콩강 우호교
에 이르는

에서 비엔티안을 거쳐 남응움
구간의 단선철도를 미터궤

로

건설하고 기관차 및 차량을 준비하는 것이다 총공사비는 억 천만 달러
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공적개발원조
안까지의 확장 프로젝트

지원으로

년 월 비엔티

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년 월

라오스와 태국은 넝카이와 비엔티안 구간을 잇는 철도건설 합의문에 서
명하였다
마

윈난성 미얀마 철도 프로젝트
는 윈난성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로 따리 마이티안
씨안쥔 라시오 따리 완딩

따리 달로

등 개

노선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 따리 달로 구간은 윈난성 태국의
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과중

공사와 병행될 가능성

도 있다 추정 공사금액은 방법에 따라 차량확보를 포함하여 억

억

달러가 예상된다
바

태국 동북부 라오스 철도 프로젝트
는 태국 북동부와 라오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것

부록

으로

태국의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가 계획한 노선은 묵다한 나컨파넘 구간 방

콕 넝카이 및 우본라차타니

구간의 고속철도화 등이 포

함되어 있고 일본의

이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우돈타니

싸컨나컨

간 바넷나롱

밤파이

놈 구간 부아야이

묵다한 구간 우본라차타니 청멕

구간과 나컨라차시마

러이엣

나컨파놈 구

씨라차

안지대 구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공사비용은

묵다한 나컨파
까지의 동부해
천만 달러에서

억

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타당성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 중 고속철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화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년 이후 태국 철도청

이 우돈타니 나컨파

놈 구간과 러이엣 묵다한 나컨파놈 구간의 새로운 개발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 민간의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 제 단계 사전 타당성검토에 의하
면 러이엣 묵다한 나컨파놈 구간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 구간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사

년

월 완료되었다

라오스 광업개발 철도 프로젝트
은 라오스의 새로운 광산개발과 베트남 항구도시까지 접근 용이성

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라오스의 씨엥쿠엉
에서 철광수출을 위해

번 도로를 따라 베트남의 꾸아로

항까지 연결철도 건설과 라오스의 타켁

에서 베트남의 타납

까지의 철도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추정 공사금액은 씨엥쿠엉 빙

구간은 억 천만 달러이며 타켁

타납 구간에 대한 비용측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나미테
산맥을 관통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된다
씨엥쿠엉 빙 구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년 일본기업에 의해 실시된

바 있다 타켁 타납 구간에 대한 철도 건설이 프랑스에 의해 추진되는 동
안 다른 구간에 대한 진척사항은 없었으나

년

의 지원으로 실

시된 조사에서는 두 가지 노선과 함께 새로운 터널기술을 적용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아

태국 미얀마 철도 프로젝트
은 태국과 미얀마간의 수송비용 절감 및 교역증진을 위한 철도건

설공사로 피싸눌록

딱

딱 구간

구간

나컨싸완

과 쑤판부리
딱 구간

가지 노선 중 개 노선을 딱 미아인갈레이
톤

까지

구간 등
구간

과 타

를 연결하는 것이다

사전 타당성 검토에 기초한 추정 공사금액은 각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억 천만 억 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싱가포르 쿤밍 철도 연결

프로

젝트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싱가포르와 쿤밍을 철도로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것으로

의 통합을 가속

화시키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마하티르 총리가

년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였다
가
에서의
만 링기트

를

월 방콕

관련 특별작업반회의

년 월 설립되어 기술 재정 경제적 측면

년 월 완료하였다 당시 말레이시아정부가 기증한
약

만 달러 으로 실시된

보노선으로 제안된 바 있다 부표

를 통해 개 루트를 후

참고 그 후 최근까지 싱가포르 쿤밍

간 개 후보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캄보디아와 베트

부록

남을 관통하는 제 루트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

1-1> SKRL

노선

-

(2000
길이
(km)

세부 구간

)
신설
간선 지선

간선 방콕 아란야쁘라텟 퍼이펫 씨소폰 프놈펜 록닌
호치민 하노이 라오까이 헤코우 쿤밍
지선 비엔티안 타켁 탄압 붕안
또는 싸완나켓 라오바오 동하
방콕 남톡 파야톤주
곤 라쇼 무세 루일리 따리 쿤밍

탄뷰자얏 양

방콕 넝카이 비엔티안 타켁 탄압 붕안 하노이 라오
까이 헤코우 쿤밍
방콕 넝카이 비엔티안 보텐 쿤밍
방콕 넝카이 우본라차타니 청멕 팍세 싸완나켓 라오
바오 동하 하노이 라오까이 헤코우 쿤밍
방콕 부아야이 묵다한 싸완나켓 라오바오 동하 하노
이 라오까이 헤코우 쿤밍
자료 태국 교통부

년 월 씨엠립에서 개최된 제 차
와 관련하여 퍼이펫 씨쏘폰 구간
다 이와 함께

각료회의에서는

이 최우선 공사구간으로 결정되었

의 상기 구간에 대한 기술지원

통합 이니셔티브

계획상의 지선을 위한 추가적인

프로젝트 예비조사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대화상대국 국제 및 지역기관

손실구간 및
또는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구간별 자금조달을 위한 컨소시엄 결성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인센티브 패키지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개발 민간부문의

년의 평가와 시사점

프로젝트를 권장시키기 위한 워크숍 개최 프로

젝트의 지속을 위한 연단위 평가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프로

젝트의 이행 촉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상설실무단
을 구성할 것도 합의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말레이
시아는 캄보디아내 손실부분에 대한 복선궤도 건설을 위해 자금을 증여
키로 하였으며 중국도

중국 정상회담에서

해 공동 융자를 실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지연되던
년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
프로젝트가

월 양곤에서 개최된 제 차 특별작업반

회의에는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과 일본 한국
대표 및 직원들이 참여하여

컨설트

사무국의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기

도 했다
최근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정부는

억 달러에 달하는

프

로젝트의 빠른 진전을 위해 특별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이

국제협력단

의 경제성 및 자금조달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컨설턴트를 선정할 예정이며 잠정비용

만 달러도 부담키로 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세부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정작업도 추진하게 되며 이 구간을 통과하는 승객과 화물
의 수요조사도

년

분기까지 병행하게 된다

프로젝트는

년 기간 동안 신설이나 손실 구간 등에 대한 세부 설계작업
년 동안의 자금 모집을 거쳐

년경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

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마련됨으로 인해 당사국
이와 관련하여 년 임기의
특별작업반
의장을 선임키로 하고
년 월부터 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우선 맡기로 하였
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요원에게 일일활동을 부여
키로 하고 작업반의 활동범위를 자금조달 관련 토의 및 심의로 확대하였다
년

월 개최된 제 차

정상회담에 제출할 보고서도 채택되었다

부록

및 이해관계국들 사이에 프로젝트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수상 운송
가

란창강 상류 메콩강 수로개선 프로젝트
은 메콩강 상류지역의 무역과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윈난성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수로를 개선하여

톤급 선박의 운항을 가

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란창강 상류와 메콩강의 항구 개
선 준설작업 및 여울목 재구축 수로장비 확보 수상수송 개선 운항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소요비용은
년

월

만 달러에 달한다

사무국은
를 작성하였으며 상류 개국은

년 란창강

상류와 메콩강 수로개선을 위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고
또

년

월 란창 메콩강 상류 상업 수운협정
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메콩강

을 국제 여객ㆍ화물 항로로 이용하기 위해 중국 라오스 미얀마 및 태국
정부간 합의사항으로 관광과 교역 등 경제협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제
차 유역운송포럼에서는 항로 설정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보고서
가 제출되었고

와 유역국들은 중국정부에 대해 보고서에 나타난 영

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남부로부터 태국 북부와 라오스에 이르는 내륙수로를 확
보하고 라오스는 중국과 미얀마 및 태국 접경지역인 반싸이
내륙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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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델타 수로개선 연구
는 연구 프로젝트로 메콩강을 국제적 운항루트로 개발하고 남중국

해로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바싹
당성검토 칸토

강 운하 개선에 대한 타

항 개발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메콩델타 통합수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연구
공사금액은

만 달러로 추정되나 실제 타당성검토 이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년 월까지 이 연구에 대한 지원은

세계은행과 벨기에정부

에 의해 이루어졌다 칸토항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의 프로

그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칸토항 복구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베트남
의 내륙수로 및 항구 현대화 프로그램

에 포함되어 있으며

년 중반부터 시작되고 있다
다

홍강 수로개선 프로젝트
는 윈난성과 베트남 사이의 교역과 관광개발을 통해 빈곤타파와 지

역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하노이 홍강의 준설작업 및 수로장비 확
보 항구 개보수 여울목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소요금액은
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작업은 중국내 구간에 대해
서만 윈난성정부가 실시하였을 뿐 다른 구간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에 의해

이 연구에 대한

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는 호주의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의 후속연구는 이 지역 경제협력 차 회의에

서 캄보디아 대표단이 요청한 바삭강과 메콩강까지의 운항 비교연구를 총망라
하고 있다

부록

는 홍강에 대한 내륙수로 프로젝트에 대해

만 달러의 기술지원을

승인하였다
라

남부 라오스 캄보디아 메콩강 수로개선 프로젝트
는 라오스의 위네캄

에서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이르는

메콩강 수로와 라오스의 아토프반펀
스퉁쩽

까지의 쎄콩

에서 캄보디아의
강 수로 준설 및 여울목작업 수

로장비 확보 항구 개선 운항협정 체결 등이다
사전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공사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는

캄보디아 내륙수로 중장기 개선에 관한 연구
를 준비하고 있

다
마

신프놈펜항 개발 프로젝트
는 프놈펜 신항구의 세부 타당성 검토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약

길이와 부속장비를 갖춘 개의 종합화물 정박장을 건설하는 것

이다 사전 타당성검토에 의한 추정 공사금액은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컨설팅 기업에 의해
에 의해

년대 초
에 의해

바

만 달러에 달한다
년 캄보디아 항만청

및 다른 일본기업과
년대 초까지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시하누크빌항 개선 프로젝트
는 남부 라오스의 교통량 증가와 캄보디아경제의 정상화로 인한 교

역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하누크빌항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단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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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준설작업과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등 기존 항구를 확장하고 중기적
으로는 부대시설을 갖춘 수심

의 부두를

길이로 건설하며 장

규모의 콘테이너 부두를 건설하

기적으로 콘테이너 야적장을 갖춘

여 수출가공지대 혹은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전 타당
성검토에 기초한 추정 공사금액은 억
이 프로젝트는
최근

만 달러이다

년대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가 특별부흥지원대출

을지

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사

중부지역 베트남 항구 개선 프로젝트
은 베트남의 중부지역 항만체계를 개선하여 태국 라오스 중부 베트

남 통로와 태국 남부 라오스 남부 베트남 도로의 시발점으로서 기능을 활
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항만공사에는 선박장
건설 준설 운하 개선 화물장비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후보 프로젝트로는 꾸아로항을 비롯 개가 있다 꾸아로항 프로젝트는
길이 약

인 정박시설을 개 추가로 건설하고 화물처리 설비와 기타

장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며 추정 공사비용은 약
팅

지방의 쑤안하이

박지 개를 건설하고 천

항 프로젝트는 길이 약

의정

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준설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추정 공사비용은 약
지방의 꾸아비엣

만 달러이다 하

만 달러이다 쿠앙찌

항 프로젝트는 길이

규모의 정박지를

개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 공사비용은 약

만 달러에 달하며

쿠앙남

항과 다낭항

프로젝트는 부두에 독립 완충시스템의

추가와 항구 구조물 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 공사비용은 약

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 퀴논항 프로젝트는 화물처리설비 기타 장비
다낭항 프로젝트는 도로 프로젝트인

와 관계가 있다

부록

시설공사 등으로 추정 공사비용은 약
아

만 달러에 달한다

까이란항 개발 프로젝트
은 베트남정부가 제안한 까이란항 확장개발 프로젝트 의 일부분으

로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수출가공지대 및 자유무역지대의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항구에는 개의 컨테이너 정박장
개의 화물 정박장 환적창고와 화물처리장비 등의 부대시설 확보 항만
관리체계 강화와 유지실습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추진된다
까이란항에 대한 최초의 개발은
착장이

년 실시되었으며

년 월 완공되었다 그 후

규모의 선

에 의한

등 여러 가지 사

업이 추진되었으며 최근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

지원으로 개

의 선착장이 건설되고 있다
자

티바이 붕타우 항구개발 프로젝트

베트남정부는 사이공항 확장시 장기적으로 발생할 장애를 고려하여 티
바이

붕타우 항만체계를 제안 한 바 있으며

은 베트남과 동

부 캄보디아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
트와 관련 베트남정부는 연간 처리용량이
건설을 위해

만 톤 규모인 티바이항

년까지 억 천만 달러를 투입하였고 만 톤급 선박

의 출입을 위해 연간 처리용량이 천만 톤 규모인 붕타우 근교의 벤딘
사오마이

항 건설에 억 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다 이 프로젝트에는 외국업체가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하이퐁항이 만 톤급 선박만 입항할 수 있음에 따라 대형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끔 까이란지방에 심해

항 건설을 계획하여 왔다

년 베트남 남부에 있는 수송엔지니어링설계연구소
가

항만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한

바 있으며 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는 호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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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틸라와 항만 개선 및 개발 프로젝트
은 최근 양곤항의 급속한 교통증가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양곤

항의 항만운영 효율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원조뿐만 아니라 틸라
와

기계제작소 설립 컨테이너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건설 등이

계획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개의 목재처리 정박시설과 틸라와 벌크
농산물처리 정박시설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개
의 컨테이너터미널

개의 목재 정박시설

개의 벌크 농작물 정박시설과

개의 종합화물 정박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사전 타당성검토에 기초한
추정 공사비용은 억 달러이다
4) 항공 운송
가

캄보디아 공항 개선 프로젝트
은 캄보디아의 포첸통

씨엠립

시아누크빌

공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항공교통통제능
력 및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의 관리시스템 향
상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총소요비용은 억 천만 달러로 예정되
어 있다
년 월

는 씨엠립과 시아누크빌 공항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

랜과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술원조를 실시하였고 일본의
과

및
에 의해 사전조사가 이루어

진 바 있다 또

년 월 프랑스정부의 지원으로 포첸통 공항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는 프랑스와 말레이시아의 합작기업이

부록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에
나

는 또한 씨엠립 공항 개선 및 복구공사

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윈난성 공항개선 프로젝트
는 쿤밍 국제공항의 단계 확장공사로 만

공기 격납고 확장 항공기 정비창 건축

규모의 여객터미널 항

만 천 급 화물센터 건설 계
구축 레이더시설 정비 등

기 착륙시스템
을 포함하고 있다
다

미얀마 공항개선 프로젝트
는 현 양곤 공항을 증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바고

항인 한타와디

근처에 신공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며 또 바간

공항에 대한 개선 및 미얀마의 민간항공국 마스터플랜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총소요금액은 억 천만 달러 이상이다 이 중 양곤 공항 확장공사는
중단되고 있다
년 월 이후 태국 수출입은행
레이

이 만달

공항 여객터미널 확장 및 장비 확보 등을 위해 억 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공사는
가 추진하고 있다
라

제 방콕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방콕 던므엉

공항의 여객과 화물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

고 홍콩 콸라룸푸르가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여 물류경쟁력을 확보하
게 되자 태국정부는 현 던므엉 공항을 대체하기 위해 방콕 서쪽
점인 싸뭇쁘라깐

넝응우하오

지

에 제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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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 공항은 초대형 공

항으로 건설되어 동남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잡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콕 및 동부 연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도 포
함하고 있다
년

월 쑤완나부미 공항 건설추진위원회
는 정부에 대해 신공항의 여행객 처리

능력을 연간 천만 명에서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다 同 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도
대규모 국제공항으로서 문제가 없으나 싱가포르 홍콩 서울 등 경쟁 공
항 수용능력에 비추어 볼 때 설계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싱가포르 공항은

만 명 홍콩 공항은

만 명이고

특히 이 공항들과 동남아 중심공항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공항수준으로 수용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방콕 신공항은

개의 체크인 카운터

대 규모의 항공기 계류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년 말

개 수하물 접수대 및
년 중반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마

베트남 공항개선 프로젝트
는 베트남의 항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대상공항은

하노이의 너이바이

국제공항 호치민의 탄손낫

국

제공항 그리고 다낭 국제공항이며 베트남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공사금
액은 약 억 달러이다
바

유역내 신항로개발 프로젝트
는 메콩강 유역내에서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노이 쿤밍

방콕 다낭 항로 개설이 우선 검토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징홍 만달레이

부록

치앙마이 징홍 하노이 루앙프라방 방콕 루앙프라방 등이 개설에 대한 타
당성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의 첫 번째 회의가

년 월방

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안된 항공루트를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나 취항하고 있는 항로는

치앙마이 루앙프라방이다
.
1) 발전 및 송전
가

쎄콩 쎄산강 수력발전 및 유역 배전망 연결 프로젝트

쎄콩강은 메콩강 지류 중 가장 큰 강으로 베트남에서 발원하여 라오스
를 거쳐 캄보디아의 스퉁쩽 근처에서 쎄산강 및 메콩강과 합류한다 유역
면적은 라오스가

캄보디아가

베트남이

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유역의 상류는 산악지대로 발전 가능용량은 연간 만 천

이

다 또 베트남의 쎄산강 유역은 경사도가 커서 수력발전에 적합한 곳이
많아 연간

정도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에 의해 조

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는 이들 강 유역의 최대 발전잠재력을 측정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연결하는 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
술ㆍ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진행된 것과 이 유
역에 위치한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조사도 고려되었다 더
불어

프로젝트와 함께 유역내 발전잠재력과 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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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역내 총전력수요를 감안한 최소비용의 수력개발 마스터플랜을 개
발할 계획이었다

의 예산은 약

만 달러이며

의 지원과 프랑스

정부의 협조융자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나

남타 수력발전 및 송전 프로젝트

라오스와 태국 국경으로부터
전 프로젝트인

지점에 위치한 남타지역의 수력발

는 태국 북부지방에 고압 송전선망을 개선하여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급 남타 수력발전 프로젝트 및 태국

과의 송전망 구축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력프로젝트 중 가장 전망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라오스는 외화수입이 증대하게 되
고 태국은 심각한 북부지방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징홍 발전소 태국 송전 프로젝트
는

급 징홍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유역내 태국의 송전망 구

축에 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윈난성 전력청
과 태국의

社에 의해 합작으로 진행되었고

라오스정부는 자국 영토내로 계획된 송전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년 월 태국 전력청
과

에의

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어
라

남테운

년 월 완성되었다

남테운강 수력개발 프로젝트

강 유역은 연간 만 천

규모의 수력발전이 가

부록

능한 곳으로

는 남테운강을 개발하여 태국과 베트남에 전력을 수출하

기 위함이다 이 프로젝트는 남테운강 유역의 최대 발전잠재력을 측정하
고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연결하는 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ㆍ경제
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사에는 과거 진행된 것과 이 유
역에 위치한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조사도 고려된다
마

탄르윈강 유역 수력개발 및 송전 프로젝트

는 미얀마와 태국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적합한 탄르윈

강

유역 본류 및 중ㆍ하류의 수력전력자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프로젝트로
탄르윈강 유역의 최대 전력개발 결정 및 태국ㆍ미얀마 송전선 연결에 대
한 기술ㆍ경제적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는 배전망개발협력에 대해 양해각서
바

년 월 태국과 미얀마정부
를 체결한 바 있다

테운 힌분 수력개발 및 송전 프로젝트

테운 힌분

지역은 라오스 중부에서 메콩강과의 합류지점

정도 상류에 있으며

프로젝트는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태국으로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추정 공사금액으로는 억
천만 달러가 소요되었고

년 완공되었다

에서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고
년 월 라오스정부는 스웨덴의

및 태국의

로젝트 참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간의 전력구매협정

社와 이 프

년 월 태국과

년

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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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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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내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은 유역국간의 전력송신망을 구축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는
남테운

및 반속

수력발전소로부터 묵다한Ⅱ 변

의 송전선을 가설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묵다한Ⅱ 변전

전소까지

소에서 차이유판

에 이르는

의 송전선을

로 교체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웃 국가들과의 고압 송전 및 연결을 담당할 고
압 송전회사
아

를 라오스에 설립하는 것이다

장기 유역발전 및 송전시스템 개발
은 장기적으로 유역내 통합 송전선망을 단기 혹은 중기에 걸쳐 구축

하는 데 필요한 기술ㆍ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이다
자

라오스 남룩 수력발전 프로젝트

남룩 수력발전소는 연간

의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전력을 태국

으로 수출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유역내 전력수요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년 월

는

만 달러의 차관 지원을 승인하였고

년

월

토목공사와 전력장비 및 배전망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계약이 체결되었
다

년 완공되어 운전되고 있다

2) 천연가스 수송
가

야다나와 예타군 방콕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은 미얀마의 對태국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

부록

트이다 태국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 수입이
현안문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미얀마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은 태국의
큰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마르타반
과

만의 야다나 가스매장지역은

및 태국석유공사 탐사ㆍ생산사
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총가스 매장량은 약

조

로 알려지고 있다 야다나 가스매장지역의 천연가스는 태국에 수출

되고 일부는 미얀마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 미얀
마는 태국과

년부터

년 동안 연간 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태국에

판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야다나 가스전에서는
월부터 그리고 예타군 가스전에서는

년

년 월부터 가스가 생산되어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나

해저석유 및 위험물질 오염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한 계획

남중국해와 안다만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처하
기 위한 긴급 대응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즉 파이프라인 시추시설
탱크사고 등으로부터의 위험물질과 예기치 못한 해양 원유유출과 관계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유역국 관
계기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제도 구축
가
전력포럼

전력포럼 설립
은

프로그램의 전력부문에서 역내 우선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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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제도적 협력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이슈와 소프트적인 면에서
서로 의논하는 프로젝트이다
은

년 월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가동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 참가국 정부는 두 명의 공무원을

핵심그룹의 회원으로

임명하였는바 그 중 한 명은 전력부문의 정책과 계획을 다루는 정부기구
출신이며 다른 한 명은 중요한 전력기업의 고위 임원이다
나

수자원 이용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메콩강과 같은 국제하천의 수자원 이용은 하류국가들의 중요한 관심사
이다 따라서 국경을 저수지를 통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행위에는 상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는 메콩강 유역내의 수자원 활용

과 관계된 토론과 합의채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전력송전시설 구축

이 프로젝트는

년까지 전력 송전시설 개발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전력이 부족한 유역국가들의 개별 전력수급계획을 고려
하여 이를 汎메콩강 유역국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년

의 전력계발계획의 잠재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유역국의 전력수급계획
은 세계은행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프로그램이

년대 후반 동남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다소 위축

되었으나 유역전력개발 프로젝트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현재에는 전력을
교역화 라오스 태국 라오스 미얀마 쿤밍 미얀마 하여 실질 협력을 가능
하게 하는 프로젝트로서 평가받고 있다
년 하반기 이후 이 프로젝트는 각 국별 전력수요 발전잠재성 송

부록

전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가 완료되었다
.
1) 통신망부문
가

태국 라오스 베트남 光통신망 연결
은 라오스와 베트남의 光통신망을 연결하여 이를 중국 싱가포르간

통신망 구간인 방콕 통신망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공사구간은 총
로 추정 소요자금은 약
나

만 달러이다

캄보디아 베트남 光통신망 연결
는 프놈펜 호치민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구간은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약

다

만 달러이다

태국 캄보디아 光통신망 연결
는 방콕 프놈펜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재료 光케이블 의 공동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사구간은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약
라

만 달러이다

미얀마 태국 光통신망 연결
는 양곤 방콕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정 공사금액은 약
만 달러이며 공사구간은 약

로 개 루트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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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루트는 양곤 타톤 미얀마 메쏫 태국 방콕 양곤 다웨이 미얀마 방콕의
해저구간 양곤 푸껫 태국 간의 안다만 해저구간 등이나 타당성검토에 의
하면 양곤 타톤 메쏫 방콕 루트가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마

미얀마 태국 光통신망 연결
는 양곤 치앙라이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재료 光통신망 의 공동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사구간은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약
바

만 달러이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광케이블 연결
는 우본라차타니 태국 동부 팍세 라오스 중부 다낭 베트남 중부 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구간은
은 약

이며 추정 공사금액

만 달러이다

사

태국 라오스 베트남간 光통신망 연결
은 컨깬 태국 동북부 싸완나켓 라오스 동하 베트남 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구간은

이며 추정 사업규모은 약

만

달러이다
아

라오스 캄보디아간 光통신망 연결
은 비엔티안 프놈펜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를 지원하는 구간이다 세부구간은

프로젝트

프로젝트 구간인 라오스의 반텅너

부록

이

로부터 메콩강 인접 도시인 싸완나켓과 팍세를 지나

캄보디아의 스퉁쩽까지의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약

만 달러

이다
자

태국 라오스 윈난성간 光통신망 연결
은 치앙라이 르엉남타 라오스 멩라

윈난성 간 光통신망을

는 이 프로젝트로 태국내 光통신망을 윈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성 통신망과 연결하여 이를 통해 국제 해저케이블망에 연결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공사구간은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만 달러이

다
차

태국 미얀마 윈난성간 光통신망 연결
은 켕퉁 미얀마 징홍 위난성 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공사로

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와 윈난성

의 통신망을 국제 통신망과 연결하고자 한다 공사구간은
정 공사금액은 약
카

만 달러이다

윈난성 베트남간 光통신망 연결
은 헤쿠

윈난성 하노이 베트남 간 光통신망을 연결하는 프

로젝트로 공사구간은
타

이며 추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약

만 달러이다

미얀마 윈난성간 光통신망 연결
는 메익틸라

미얀마 루일리

윈난성 간 光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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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공사구간은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약
파

만 달러이다

미얀마 라오스간 光통신망 연결
은 미얀마와 라오스의 도시들간의 光통신망을 연결하여 국제통신

망에 연결하기 위한 공사이며
이며 추정 공사금액은 약

지원 프로젝트이다 공사구간은
만 달러이다

2) 연구개발분야
가

이동통신 연구
은 메콩강 유역국에 이동통신을 보급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이며

주요 연구 및 교육분야는 이동통신 운영자 양성 기술 및 이동통신 보급
등이다 제 차

회의에서는 이 분야를 汎메콩강 유역의 이동통신 운

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통신망 및 운영 지원 연구
는 메콩강 유역에 적합한 이동통신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다

유역 이동통신 운영자 선택 관세 부과 연구
는 메콩강 유역에서 보다 효율적인 이동통신 운영과 단일통신권을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 운영자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프
로젝트이다 이 분야는 제 차

회의에서 제안되었다

부록

라

이동통신 훈련수요 조사
는 메콩강 유역 단일통신권을 위해 각국의 이동통신의 수요와 각국

의 기술 운영 행정 및 정책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제 차
회의에서는 이 분야를 汎메콩강 유역의 이동통신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마

단일 고유번호 부여

메콩강 유역의 이동통신 연구는 궁극적으로 단일통신권이므로

는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토대로 향후 단말기 제조 및 수요자
관리를 단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관광지 개발
이 프로젝트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의 관광토산품 등 유역의 주요
관광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관광마케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계획되었거나 시행 중
인 활동은

이라는 홍보용 비디오 제작 등이 있다

유역내 관광포럼
이 프로젝트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인 역내 관광포럼
을 개최하는 프로젝트이다
훈련
이 프로젝트는
고 같은 해

년 월 제 차 각료회의에서 최우선과제로 선정되었

월 역내 관광개발 워크숍

메콩강 유역개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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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여

원

년

월 역내 기술지

프로젝트를 승인받은 바 있다
전문가 훈련

이 프로젝트는 자원연구와 보존관리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다
메콩강 관광계획 연구
이 프로젝트는 메콩강 유역 관광을 계획하고 조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제 단계에서 유역내 국가관광공사

주관으로 메콩강의 관광자원과

개발잠재력의 평가분석이 실시된다 제 단계에서는 종합개발목표 지역테
마와 광역개발 구상 등을 수립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제 단계는 주요 관
광 개발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검토와 법적 재정적 관리 메커니즘 등을
위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메콩 란창강 관광인프라 개발
이 프로젝트는 메콩강과 란창강의 열악한 관광 인프라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문화유적 개발 환경보호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년까지의 프로젝트 개발 가치는 약 억 천만 달러

에 의하면
년 기준 로

평가되며 여기에는 민ㆍ관 합동 프로젝트 약 억 달러 민간부문 억
천만 달러 및 공공부문 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들은 우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 중

관광 인프라와 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사업으로 선정하는
등의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 각국의 관광 금
융 운송 등 관계부처의 조율을 통해 우선적으로 관광 부흥이 바람직하다

부록

는 데 공감하고 있다
.
유역 환경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
유역 환경에 관한 조기경보를 위해 정보교환체계를 확립한 유역환경
의 구축을 통해 유역국 정부간 환경대

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책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제와 환
경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발 환경 관련 업무능력 개발 및 훈련
의 예산은 약

등이다
가 각각

만 달러와

만 달러로

가

만 달러 노르웨이와

만 달러를 지원하고 유역국 정부가

만달

러를 출연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정보공유와 환경 관련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계획과

함께 향후 메콩강 유역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분쟁발생에 관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및 자원보전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현재 유역국간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은
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의 수자원관리를 제외하

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각료회

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유역국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숙련된 환경전문인력을 배출하기로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프로그램은

를 통해 환경변화를 수시로 감시하고 메콩강 유역의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빈곤퇴치 및 환경보전
는 메콩강 유역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젝
트이며 격오지 빈곤퇴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단계

는 유역국가들의 격오지 개발 관련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단계에서
개의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사전투자 검토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에 지원국들은 무엇보다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강령한 집행
능력과 현재 격오지 빈곤퇴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의 원할한 협력

을 원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보다 세심한 타당
성 조사 등이 필요하다
환경전략 수립
는

프로그램 이행시 경제개발계획과 이행에 관한 환경 관련

대책으로 단계의 실행 프로그램이 있다
발협력단

년 월

와 스위스 개
은 이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고 각각

만 달러와

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메콩강 하류 습지 관리
는 캄보디아의 톤레샆호와 라오스의 시판도네호 등 생태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태보전 수목 어류 조류 과 농업생산시스
템 개발 관련 투자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어류 밀림
등 생태보존지역과 홍수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에 따른 환
경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체계화된 농업시스템을 이 지역에 도입하여 생
산성 향상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을 위해

가 톤레샆호 보전

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주변 생태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활발

부록

히 진행되고 있다

는 캄보디아에 대해

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

하여 환경보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톤레샆호와 시판도네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년 월 완료되었는

데 여기에는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지역사회 주도의 자연자
원 보전 인근 지역 개발과 연계 보호지구 관리 개발지역 관리 등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톤레샆호 개발은

주도로

자금지원

등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시판도네호 개발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에 지원 요청 혹은 기타 프로젝트와 병

행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
.
유역국간 고용 증진 및 교육훈련에 관한 협력
은 메콩강 유역 노동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고용을 증진시키
고 비숙련 노동력을 교육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유역국들은 국별
노동사정에 근거한 유역노동정보망

설립 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기준 마련 및 노동력 교환교육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총소요비용은 약

만 달러로 추정되며

와

가 각각

만 달러와

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기관 네트워크센터
설립
메콩강 유역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떨어져 있어 주민 대부분이 제도
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는 유역 주민들의 기술 언어 과학 및

직업교육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노동력 관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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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감독 및 정보공유 지원
메콩강 유역은 후진국형 질병인 말라리아 설사 및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최근 태국을 중심으로
많아 이의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년 월 제 차 메콩강

유역협력회의에서 추진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 추진계획 및 프로젝트
자금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협력
는 역내

예방 프로그램이며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

다 제 단계는

및 기타 국제기관의 지원하에 유역국가의 참여를 유

도하여 지속적인

에 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되며 제 단계는 제

단계의 추진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 및 보건시설 확충

메콩강 유역의 많은 지역이 의료 및 교육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관계
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에 있어 인적개발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출

범부터 중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산간 등 격오지에 많은 소
수 민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개발에서 소
외되어 있다

년

승인 이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의료시

설을 설립하여 궁극적으로 소수민족도 메콩강 유역개발의 혜택을 누리고
지식격차 해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록

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및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해 연수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풍토병 백신 제조 및 공급
메콩강 유역 대부분은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은 유역주민들에 대한 풍토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백신제조시설을
가동하여 백신의 공급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시설 건립
은 유역의 보건시설을 건립하여 보건체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초 보건활동 개선
은 보건시설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간
이진료소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증대를 위한 연례 워크숍 개최
이 워크숍은 유역국의 노동력 관리와 고용을 위해 개최하며 결과를
각료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내용을 토대로 유역 각국은 유역내
고용 증진 중소기업 프로그램 참여 및 비숙련 노동자 교육 실시 등이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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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를 위한 소지역 기술지원
이 기술이전 프로젝트는 마약근절 원격 정보교환 전통과 새로운 정보
기술을 통한 실질적 모델을 구상하고

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장소를 선정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 운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메콩강 유역의 마약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특히 마약거래는

프로그램 중 경제회랑 프로젝트가 진전

되면서 밀매가 급증하여 유역개발의 부작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약거
래는 과거부터 이 지역의 주요 생계수단인 관계로 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마약거래를 제제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수요를 줄이고 특
히 문제가 심각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접경지역은 정부간 공동으
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규모이고

년

만 달러

월 승인되었다

국경이동민족에 대한 에이즈 예방
이 프로젝트는 국경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메콩강 유역에서 발생
하기 쉬운

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 국경지역 근로자

국경이동 근무자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 적극적인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로 인한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경제회랑 프로젝트가 진전되면
서 국경이동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매춘과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름에 따라 메콩강 유역의 각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만 천 달러로

가

만 달러 스웨덴 국제개발청
이
있다

만 달러 그리고

가 만 천 달러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부록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활동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

를 예방하기 위해

성격의 단체가 상주하여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활동단체는 국경지
역과 국경간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서 홍보 및 예방활동을 벌이고 나아가
이 정부들의 보건위생프로그램도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월 승인된 일본 빈곤퇴치기금

년
사

업으로 기타 프로젝트에 비해 육체활동이 많고 노하우가 요구되어
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약

만 달러이다

말라리아 퇴치 이니셔티브
이 프로젝트는 의료시설이 낙후한 메콩강 유역에

와 공

동으로 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등 각종 풍토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기구 설립
은 유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유역국가들의 무역 관련 기관을 조정
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토론을 위한 포럼을 추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과

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 프로그램의

일부인
은 이

개국의 무역 관련 양식과

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작업반은 향후 기

존 무역원활화 기구의 강화 무역 관련 정보와 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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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양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국제무역에 관한 규칙 절차 및 양식에 관한 연구ㆍ세미나

는 메콩강 유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연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오스와 함께

보디아

은 이미 베트남 캄

년부터

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

고 교역이 증가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무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
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입안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은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교역원활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된 것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콩강 유역국 관세협력 관세원활화를 위한 시험적 무역연활
화
는 메콩강 유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제도를 점검하고 절차
의 단순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역국가간 공동 관세제도와 통제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관세절차의 단순화를 위해
실험

과정과 결과를 유역국에 대해 보여줌으로써 무역원활화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도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태국 묵다한과 라오스 싸완나켓의 통관 단일화

에 양국

간 합의하였고 베트남 라오스간에도 동일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메콩강 유역국들은 이 프로젝트 이행작업반에 관세팀 파견 기존 양자
간 합의된 지역 중 관세조사 단일화지역의 선정 각료급 회담에서 논의한
후 더욱 현실화된 교역장벽 제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록

무역원활화를 위한 공동 정보체계 개발

는 메콩강 유역내 교역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여 민간 무역업무를 지
원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교역정보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가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보의 체계화는 특히 메콩

이다

강을 면하고 있는 유역국의 지방도시에 관한 산업 및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ⅰ 우선 국경이동에 관한 구체적 정보 수집 즉 국경이동시 비
용 비관세장벽 등 공단 수출가공공단 등 투자인센티브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및 향후 잠재성장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 ⅱ 이를 토
을 구축하여 실시간 검색이 가능토록 하며 ⅲ 교육체계

대로

설립 ⅳ 유역국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유역국 정부의 관련부처와 민간기업이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자간 협정의 유역내 확대
메콩강 유역국가간 각종 양자간 협정을 유역 전체로 확대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업협력
은 메콩강 유역의 주요 산업이자 생산품인 농업과 농산품의 교역원
활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개시설의 표준화 영농방법의 개선 등
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작업반에서는 농
업교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현재 위생 및 검역 제도 등 농산품 교역장
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향후 역외 농산품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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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
메콩강 유역내 무역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
이 목적이다
결재시스템 구축
은 메콩강 유역국가간 상이하고 비효율적인 결재체계를 개선하여 무
역을 원활화하자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역내 결재통
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
투자 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제도 구축
은 메콩강 유역에 대한 투자 촉진과 원활화를 위해 각국의 투자유치
기구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기업들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유역의 투자유치 및 원활화
를 위한 인터넷사이트 구축 역내 투자기업의 벤치마킹 교육 및 훈련 투
자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단순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재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자원활화를 위한 정보체계 개선
는 데이터 양식의 표준화와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고 개
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은

투자포털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정보가 취약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에 대

부록

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화하여 투자 관련

의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도윈

난성의 투자 관련 사이트 제작에 지원하고 있어 메콩강 유역 투자포털사
이트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럼 지원
는 유역간 투자원활화와 제도 관련 제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별
상공회의소간 연계성을 강화 즉
라서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따

는 각종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두게 되는데

포럼이 출범하였고

년

월

년 월 사무국이 비엔티안에 설치되었다 현재

웹사이트가 개설되고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역내 영세 소규
모 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마케팅 시장정보 제공 등의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투자 유치 관련 제도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는 메콩강 유역국들의 투자인센티브를 메콩강 유역개발과 관련하여
공동 인센티브 혹은 제도를 도입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자협력 메커니즘 구축
는 메콩강 유역의 투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투자 관련 분쟁 해
결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역에 대해 투자 관련 자문을 해 오고 있다

과

은 이미 메콩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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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한 신속처리절차
는 투자절차를 정비하여 메콩강 유역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처
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동서
회랑

는 현지 상공회의소 혹은 공업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이미 신

속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전 프로젝트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록

.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North-South Economic Corridor: NSEC)

남북경제회랑은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와 중국 윈난성의 경제협
력 및 무역 원활화 재화와 인력이동의 수송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진 국
경 및 농촌지역의 개발 지원과 빈곤퇴치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북
경제회랑은 쿤밍 라오스 미얀마 치앙라이 방콕 구간과 쿤밍 하노이 하이퐁
구간이 있으며 이 중 쿤밍 하노이 하이퐁 루트는 베트남의 번 고속도로
와 연결된다 핵심사업으로는 치앙라이 라오스 북부 쿤밍간 도로 프로젝
트 치앙라이 미얀마 쿤밍간 도로 프로젝트 후에이고안 팍벵 오돔싸이
보텐 치앙룽

쿤밍간 도로 프로젝트 쿤밍 하노이

하이퐁간 수송회랑 철도 개발 상류 란창 메콩강 내륙수운협정과 관련된
수운 개발 국경간 상품 및 인력이동의 원활화 수송분야 관련 인력 개발
등이 있고 그 외 사업으로는 남북경제회랑에 대한 사전 투자조사와 치앙
라이지방에 특별국경경제지대

설립 등이

있다
에는 도로 철도 수운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치앙라이 라오
스 북부 쿤밍간 도로와 치앙라이 미얀마 쿤밍간 도로 연결 개보수 프로젝
트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중국 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료
되었거나 개보수공사가 진행 중이고 미얀마 구간은 동국 정부에 의해 공
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오스 구간 보텐 후에이사이 은 태국과 중국 및
로부터 총 천만 달러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태국의

메콩강 유역개발

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부터 시작되는 남북구간은

의 일환으로 태국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또 다른 우선사업인 쿤밍 하노이 하이퐁 다목적 수송회
랑은 최초 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도로가 최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베트남 구간은

의

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약

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약

달러는 이미 조달계획이 확정되었다 싱가포르 쿤밍 철도 연결

억
프

로젝트와 같이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비용은 제외되었
고 민간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제외되었다
.

(East-West Economic Corridor: EWEC)

동서경제회랑은 ⅰ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및 이 국가들간의 무
역과 투자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며 ⅱ 상품
과 인력이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ⅲ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관광
증진을 통해 국경 및 농촌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고 동시에 빈곤을 퇴치시
키며 ⅳ 농업과 관광을 포함하는 개발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추진
되고 있다 특히 동서경제회랑은 인도양의 안다만해와 태평양의 남중국
해

를 직접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 회랑이 완성된다면 인

도차이나 동서지역간 경제협력과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미얀마 몰라민 먀와디 태국 매솟
라오스 싸완나켓 단사완

피싸눌록 컨켄 묵다한

베트남 라오바오

후에 동하

다낭 등 유역내 주요 거점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주
요 남북 간선루트들 즉 양곤 다웨이
방콕 라오스
의미한다 또한

번 국도 베트남

치앙마이 방콕 넝카이
고속도로 등을 교차하는 것을

는 태국 북동부와 라오스 중앙부를 항구로 연결하

고 메콩강 유역국내 중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부록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 핵심사업으로는 동서수송회랑 개발 수운 개발 재화 및 인력
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수송분야 인적자원 개발 등이며 그 외 경제회랑
이니셔티브

기간통신망 개설 등이다 여기에

는 도로와 수운개발이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의 서쪽 끝

인 미얀마내 구간 몰라민 먀와디 은 미얀마정부와 태국정부의 공동자금으
로 비교적 도로상태가 양호한 태국내 구간은 태국정부의 자금으로 태국
묵다한과 라오스 싸완나켓을 연결하는 제
의 자금 지원으로 라오스 구간은

국제메콩교는

와

년까지

의 지원으로 그리고

베트남 구간 라오바오 동하 다낭 은 베트남정부와

의 지원으로 각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낭항 개보수는 현재

의 지원으로 진

행 중에 있고 몰라민 근처의 안다만해 항구 개발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와 관련

의 기술 지원으로

개의 제안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조사가

년 완료되었다 농가공업 인프라 무역 및 투

자 관광 산업단지 등이 주로 개발되며 총예산은 억
한다

관련 총비용은 약

만 달러에 달

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억

만

달러는 투자가 확정되어 있다
.

(Southern Economic Corridor: SEC)
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및 이 국가들간 역내 협력증진 경제통

합 가속화 무역 및 투자 확대 지원 동서축의 개발 및 교환 증진 등을
추진하고 도로와 철도 연결을 통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내 주요 도시
를 포함하는 경제회랑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선도 이니셔티브는 방콕 프놈펜 호치민을 연결하는

핵심
를 개

선시킴으로써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및 이 국가들간 유역내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년까지 방콕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전천후 도로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가 연결된다면 도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니셔티브에는

개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핵심 프

로젝트로는 방콕 프놈펜 호치민 붕타우 도로개보수 남부연안 도로회랑
남부 라오스 시하누크빌 도로개보수 캄
보디아 중앙부 동서회랑 태국 북부 라오스 남부 캄보디아 북동부 베트남
중부 회랑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철도 개설 수운 개발 국경간 상품 및
인력이동의 원활화 수송분야 인적자원 개발 등이 있고 기타 프로젝트로
는 태국ㆍ캄보디아 경제협력계획
이 있다 이 중 방콕 프놈펜 호치민 붕타우 도로개보수 프로젝트
와 남부 연안도로회랑 태국 뜨랏 캄보디아 코콩 캄폿
티엔 카마우
하나이다
고

남까우

프로젝트

의 캄보디아와 베트남 구간은

구간 중 캄보디아와 베트남 구간은

베트남 하
가 최우선사업 중

지원으로 진행 중에 있
의

년 지원사업으

로 예정되어 있다
철도 건설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퍼이펫에서 호치민에 이르는 구
간에 대한 철로 부설 신규 또는 개보수 과 프놈펜 시하누크빌 지선 건설
인 바 이는 싱가포르 쿤밍 철도연결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니셔티브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억 달러 정도는 이미 확보되었다
.

(Telecommunications Backbon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통신망 및

이니셔티브는 메콩강 유역의 통신 연결을 확대하고 국

가통신망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간통신인프라를 확충하며
유역국가간 상호 연결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통신분야 정책 개혁과 설비능력 향상을 위한

부록

의 지역별 기술 지원 제 단계 기간통신망 건설투자 프로젝트 제 단
계 기간통신망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 개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특
히 남북 동서 남부경제회랑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총비
용은 약 억

만 달러가 예상되고 이 중 약

만 달러는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

(Regional Power Interconnection
and Trading Arrangements: RPITA)
이니셔티브는 유역내 전력의 공급 및 사용의 합리화 재조직 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 개발과 송전 그리드 상호연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분야의 협력목적은 환
경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유역 모든 분야에 확실하고 경제
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본에너지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특히 역내 전력교류를 증진시키고 송전선 건설을 확대하여 전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의 전송이나 교
환 농촌지방과 오지의 전력망 확충 등 공급 측면의 문제해결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 제 단계 유역내 전력 상호연계 프로젝트 제 단계 지방
전력 공급 캄보디아

전력분야 개발 라오스

유역 전력교류 운영 협정

전력 상호연계 및 교류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전력분야에 대한 민간분야
개발 등

개 사업이 있다

개 프로젝트에 대한 총비용은 약

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
지원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이다

억

만 달러 규모

만 달러 규모

억

개는 기술

개는 차관 프로젝트

메콩강 유역개발

<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2-1>
단위 개 백만 달러
차 관
수

그룹

송전선
유역그리드

그룹

민간분야

기술지원

금 액

수

금 액

합 계
수

금 액

그룹 전력시장
전력교류시스템
그룹 전력분야
인적자원개발
총합계
자료

.

(Facilitating 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유역내 국경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유역
의 경쟁력 강화 통관 간소화 절차에 초점을 맞춘 무역원활화 정책 추진
국경무역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보부족 극복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역절차 및 통관 간소화 국경무역 및 투자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상품 및 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산업 개발 농업제품에 대한 교역장벽 축소 무역 관련 금융서비
스에 대한 정책과 규정 조정 등

개가 있다 이 중 무역원활화는 특히

각 경제회랑을 따라 비자연적 장벽

을 축소하기 위해

세관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관 간소화의 첫 번째 단계는 단일 통
관대

개설이며 우선 태국의 묵다한과 라오

부록

스의 싸완나켓 라오스의 덴싸완과 베트남의 라오바오 캄보디아의 포이
펫과 태국의 아란냐프라텟 캄보디아의 목바이

와 베트남의 바웻

등에 시범 운영키로 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토대로 단일통관대를 재배
치하게 된다 이후 서비스 원활화를 위해 단일검색대
도 실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로 통관절차의 투
명성과 교토의정서

의 준수가

년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경간 상품 및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기본협정에는 통관
절차 차량 및 운전자의 국경 통과 차량 및 화물 분류 통관료 등의 개선
이 포함되어 있다
.

(Enhanc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Competitiveness)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메콩강 유역의 미시
경제적 기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역국가 특히 이행기 경제의
고유 민간부문을 강화하고 유역내 무역과 투자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민간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확
대하고 강화하며 유역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을 위한 관리정책 기업가정신 기술

훈련 비즈니스 개발 생산 및 마케팅 자본조달 등의 지원
한 조직 강화 및 능력 향상 지원

에대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민간분야 네트워킹 메커니즘 구축 프로젝트 파이낸
싱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리스크 완화
메커니즘 구축 경제성장지대 이니셔티브
민간항공 협력 등이 있다
현재

가 투자 감정 및 리스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크 평가를 통해

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도

년의 평가와 시사점

년

는

만 달러 규모의 기술

에 의해 설립된

에 대해 장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역국가들의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는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부문의 대화

나 파트너십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의 기술 지원 프로젝트로 약

개 사업 중 개는

만 달러가 소요되고 있으며

와

를 제외하고는 아직 정확한 비용이 추산되지 않은 상태이나 민간항
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 프로젝트는 약
.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Skills Competencies)

이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구체적 계획으로 첫째 보건

교육과 노동분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다

특히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보건과 교육서비스와 같은
나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둘째 메콩강 유역 전체의 혁신

최적의 정책 연구조사 경험 훈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 한다 셋째 노동정보 교환이나 기술훈련 표준화 인증 등과 같은 능
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발굴을 통해 유역내
노동력의 경쟁력이나 향상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전
파를 지원한다
특히 유역국가와의 협의 및

년 설립된

회의를 통해 확정된

관련 작업반
의 세부분야로는 능력

향상 교육 훈련 노동품질보증
노동과 고용 성

과 개발

건강과 보건위생
등이 있다

개의 세부 프로젝트가 있는데 총비용으로는 억
다 이 중

개 사업

이니셔티브에는 총
만 달러가 예상된

만 달러는 기술 지원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

부록

고

개 사업

만 달러는 차관으로 구성된다
<

2-2> HRD
단위 개 백만 달러
차 관
수

그룹

국경부분
이슈

그룹

학계 및 연구
네트워킹

그룹

노동시장 협력

그룹

및 기술
개발 이슈

금 액

기술지원
수

금 액

합 계
수

금 액

총합계
자료

.

(Strategic Environment Framework: SEF)

환경분야 협력의 목적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조기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 자원을 지속적으
로 관리하는 것이며 나아가 환경상태를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키
며 빈곤을 타파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환경이행평가와 감시기능을 개선시키기 위
한 방법 대책 데이터베이스 지수 등의 개발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둘째
자연자원이나 환경의 통제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
째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낙후된 지역내 자원관리 및 향상된 생계를 위한
지역기반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로 구성되고 총비용은

억

이니셔티브는 총

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개 프로젝트
개 사업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만 달러는 기술 지원으로

개 억

만 달러는 차관으로 구성되

어 있다
와 관련

는

년부터

년까지 개의 차관 프로젝트 남응

움호 유역개발 톤레삽호 자원관리 프로젝트 Ⅰ과 Ⅱ에
그리고 개 기술지원으로
만 달러

정부가

<

만 달러를

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일본

가

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였다

2-3> SEF
단위 개 백만 달러
차 관
수

그룹

모니터링용
방법 수단

그룹

설비능력향상

그룹

지역기반활동

기술지원

금 액

수

금 액

합 계
수

금 액

총합계
자료

.

(Flood Control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FMM)

이 프로젝트는 범람원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범람으

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다양한 범람원 대책은

의

전략을 보충하고 있다 구

체적인 목적으로는 토지사용계획 구조적 조치 범람 예방 범람시 긴급
대책 등이 있다
용은 억

은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소요비

만 달러에 달한다

개는 기술지원 프로젝트로 총

만

부록

달러가 소요되고 개는 차관사업이며 이 중 차관사업에 소요되는 억
만 달러는

가 지원할 예정이다

<

2-4> FMM
단위 개 백만 달러
차 관
수

그룹

토지사용계획

그룹

구조적 조치

그룹

범람 대비

그룹

긴급대책

그룹

종합대책

기술지원

금 액

수

금 액

합 계
수

금 액

총합계
자료

.

(GMS Tourism Development)
관광개발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유역내 협력과 관광개발을 강화하

고 증진하며 외화획득 빈곤감축 비계획적이고 불연속적인 개발로부터
의 환경파괴 방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관광분야를 더욱 활성화시키
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미래는 조정력이나 마케팅능력의 부족 교통 등
접근의 어려움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미비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관광개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개발 이니셔티브는 유역내 관광산업의 빠른 성장을 유지시키
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보장되게 총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단일관광권

으로서 유역개발 관광 관련 인프

메콩강 유역개발

프로그램

년의 평가와 시사점

라 구축 관광분야 인적자원 향상 지역사회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촉진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관광객 유치 등이 있다 이 대부분은
의 주요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니셔티브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만 달러이며 이 중

관광개발 이
가 지원하는

만 달러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메콩관광개발 프로젝트
에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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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프로그램은 최근 무역과 투자를 연계한‘하나의 소규모 경제권’화,

G

ESCAP 등의 적극적인 관심, GMS 각료회의 정례화, 최초의 GMS 정상

회의(GMS Summit) 개최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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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게다가 GMS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개발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차이나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점과 메콩강 유역국의 ASEAN
과의 연계성 및 우리 경제와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메콩강 유역개발은 그 잠재력과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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