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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
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
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
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
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
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
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
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
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

국문요약 • 3

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
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
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
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
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
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
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
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
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
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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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
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
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
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
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
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
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
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
(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
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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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
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
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
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
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
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
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
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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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
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
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
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
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
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
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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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
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
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
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
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
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
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
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
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
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
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
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
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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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
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
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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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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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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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도의 부상과 함께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인도태평양
(Indo-Pacific)’ 지역이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그중에서도 동남
아시아와 인도는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
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한국의 새로운 핵심 외교정책으
로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아세안과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 신남방정책 이전에도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정책이 부재했던 것은 아
니지만, 한국 외교의 중심에 아세안과 인도를 두겠다고 천명한 것은 신남방정
책이 처음이다. 특히 신남방정책은 기존 동아시아 중심의 외교를 벗어나 한국
외교의 지평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고,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강대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문재인 대
통령은 임기 초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정
부의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2019년 개최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ㆍ아세안 관계 도약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신남방정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제적 헤징(hedging)’ 전
략의 일환이기도 하다.2) 그러나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
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강대국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를 통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3) 미국
은 이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1) Hoo(2019).
2) 최원기(2018. 8. 2), 「선제적 헤징(hedging) 전략으로 외교 공간 확장한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0).
3) 중국이 제시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공식 약칭은 B&R(Belt and Road)이나 국제사회에서는 BRI
로 통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BRI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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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Pacific, 이하 인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Donald
Trump) 정부가 그간 미국의 대중국 관여(engagement) 정책을 버리고 소위
‘중국 때리기’ 전략을 택하면서, 역내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
는 딜레마에 처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의 인태 전략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또한 인태 전
략과의 관계 설정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하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4)
결국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모색하되 미중 간 균형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결론
을 내린 듯하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기
자회견에서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
하였다.5) 그리고 2019년 11월 2일 양국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한ㆍ미공동설명서(US-ROK Joint Factsheet on their
Regional Cooperation Effort)’를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및 인적자
원 개발, 비전통안보 중심의 평화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6) 한국으
로서는 인태 전략의 군사ㆍ전략적인 요소는 우회하면서, 신남방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기본적인 협력 분야에는 합의를 했지만, 양 정책 간
의 관계 설정이나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두 정책 간 연계를 한ㆍ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신
남방정책의 외연 확대와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인태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
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본래 목적이 아세안
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있는 만큼, 협력 대상국인 아세안과 인도가 인태 전략
4) 「한ㆍ미 정상 발표 ‘인도ㆍ태평양 라인’… 청와대선 “동의 안 해”」(2017. 11. 10) ,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30).
5) 「文대통령 "韓신남방정책ㆍ美인도태평양전략 협력"⋯中 갈등 우려」(2019. 6. 30),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6. 30).
6)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11. 2), 「한ㆍ미 차관보 협의 결과」(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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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세안은 미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인태 전략이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한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7) 인도 또한 중
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공유하나, 인태 전략에 대한 자국의 협력
이 반중국 연대로 비춰지는 것은 우려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한편, 현지에서의 협력수요가 높고 한ㆍ미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제안해, 한ㆍ미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하고,
현지에서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구체적
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인태 전략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외교ㆍ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 혹은 인태 전략에 대한 4자안
보협의체(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이하 쿼드) 참여국의 입
장을 분석한 연구,8) 그리고 인태 전략과 BRI를 포함한 강대국 전략 경쟁 사이
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전망하는 연구들9)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인태 전
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혹은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임경한(2019)과 주용식(2020)은 미중 패권 경쟁과 인태 전략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고찰하였으나, 분석의 범위가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 한정되었
으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구체적 함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배긍찬(2018)의
연구는 인태 전략의 핵심 기제인 쿼드(Quad)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입장을 심
도 있게 고찰하였으나, 인태 전략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국별 입장을 자세히
제공하지는 않았다. 박재적(2018)은 인태 전략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인식
과 대응을 분석하였으나, 인태 전략의 군사ㆍ안보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7) Tan(2020).
8) 김진하(2018); 김주리(2020); 김태형(2020); 이상현(2017); 정구연 외(2018) 참고.
9) 김재관(2018); 박용수(2020); 박휘락(2020); 이기태, 배정호(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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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가장 많이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최원기(201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최원기(2019)는 한ㆍ미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정
책과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한ㆍ미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
편, 신남방정책이 한ㆍ미 협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역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최원기(2019)의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아세안과 인도의
대응을 검토하고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유사하나, 아세안 개별국의 대응과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
수요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대미협력 환경평가를 통해 인태 전략에 대
한 이들 국가의 입장과 대응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ㆍ미가 합의한 협력 유망
분야와 관련해 신남방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신남방국가
들이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협력수요가 높고 한ㆍ미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이다. 향후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새로운 대아
시아 정책을 내놓게 될 경우 인태 전략(FOIP)의 명칭은 바뀔 수 있으나, 동맹국
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시하는 인태 전략
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
정책 간의 협력 제언이 향후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
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 도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 반(反)중국 성격이 강하다 보니, 인태 전략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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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인태 전략과 BRI 사이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이 요구
되곤 한다. 미중 사이에 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태 전략과 BRI 사이에서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10) 그러나 이미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 추진에 합의한 만큼, 본 연구는 인태 전략과
BRI 사이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분석 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RI에 대한 비교를 따로 논하지 않으
며, 미국 인태 전략 연구에 종종 함께 등장하는 일본과 호주의 인태 전략과의
비교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 않는다.11) 상기 내용들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다루어졌으며,12) 본 연구의 주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태 전
략 분석은 미국 정부문서, 학술논문,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 등의 문헌과 현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대상 범위가 중첩되는 아세안과 인도
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외교안보와 경제협력 측면으로 나뉘어 분석되는데, 외교안보
의 경우 각국의 정부문서, 학술논문, 현지 학자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며,
경제협력은 대미ㆍ대중 교역, 투자, ODA 규모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또
한 미중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설문조사보고서(The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Report)를 활용한다. 상기 보고서는 ISEAS가 2019년부터 아세
안 10개국 오피니언 리더(학자, 연구자, 기업인, 정부 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에
10) 「신남방정책, 美인도태평양 전략 - 中일대일로 사이 끼일수도… 외교전략 중요」(2019. 11. 27),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8. 1).
11) 단 2장 2절에서 인태 지역에 대한 미ㆍ일, 미ㆍ일ㆍ호 협력 현황을 간단히 소개한다.
12) 이기태, 배정호(2019); 백우열 외(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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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19년, 2020년 보고서를 활용하였다.13)
본 연구는 한ㆍ미가 합의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설
명서’에 근거하여 양 정책 간의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디지털, 에너지, 인
프라 중심의 경제협력과 보건, 환경, 재난대응, 해양협력의 비전통안보 협력을
설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분석한다. 경제협력
의 경우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
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
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
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과 협력점
수를 도출한다.14) 비전통안보의 경우,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한다. 비전통안보의 특성상 일국 대상의 양자 협력
이 아닌 지역 중심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 신남방정책은 서남아시
아에 대한 협력을 ‘인도’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통안보 협력수요 분
석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되, 인도의 경우 비전통안보 협력의 외연 확대를 모
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이다. 아세안 발간 문서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보건, 환경, 재해ㆍ재난 대응, 해양협력에 대한 각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ㆍ미 협력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미국의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고찰한다. 전임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13) Tang et al.(2019, 2020).
14)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본 보고서의 pp. 207~2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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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본다.
특히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던 인태 전략 경제 이니셔티브의
추진수단과 동향을 살펴본다.15)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비교를 통
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본다. 외교안
보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외교ㆍ안보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협력 관점에서는 미
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 추이 비교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추론한다. 이후 인태 전략이 신남방 주요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대해 어
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한ㆍ미 상호협력이
가능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한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
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 간 협력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별로 3대 경제협력 분야 중 어떠한 부문(sub-sector)에서 한ㆍ미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지를 도출한다. 이후 아세안을 중심으로 보건, 환경, 재
해ㆍ재난 대응, 해양협력의 4대 분야에 대한 비전통안보 협력 이슈를 분석한다.
이어 5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및 비전통안보 분
야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와 협력 방향을 제언하고, 6장에서는 2~5장의 내
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15) 인태 전략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군사ㆍ안보’ 요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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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연구수행 흐름도

(2장)
인태 전략
분석 및
신남방정책
과의비교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 분석
•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필요성 검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의 입장과 대응 분석
(3장)
주요국의
입장검토

인태 전략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분석

대미협력 환경평가
• 미국과의 외교안보 관계 분석
• 미국과의 경제협력 분석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외교안보 및 경제 협력수요를
고려한 입장과 대응 검토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한 · 미 협력수요 분석
(4장)
협력수요
분석

(5장)
협력
기회/방향
제시

경제협력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방향
및 전망

협력수요 및
한 · 미경쟁력 분석

4대 협력 분야별
주요 이슈 및 협력수요 검토

신남방지역에서의 한 · 미 협력 기회 및 방향
번영(Prosperity)
중점 및 유망 협력 국가 제시
분야별 중점 협력방안 제시

(6장)
정책
시사점
도출

비전통안보
(보건, 환경, 재난, 해양협력)

사람(People) + 평화(Peace)
4대 협력 분야 협력방안 제시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전략적 고려사항 제시
• 주요 정책과제 제언

자료: 저자 작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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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각 협력 분야(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환경, 재해ㆍ재난 대응, 보건,
해양)만 보더라도 세부 협력 이슈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 세부 부문
에 대한 구체적 협력과제를 제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
시한 국별 협력수요 및 협력과제 등을 단초로 각 분야별 협력방안과 사업을 중
점적으로 제시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인 인태 전략을 다루었지만,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트
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이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제외하고는 전임 정부의 ‘아
시아 재균형’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했듯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아시아 외
교정책도 인태 전략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도 동맹 국가들과
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며, 인태 지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태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는 「아시아 안심
법안(ARIA)」이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
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유효할 것
으로 보이며, 향후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
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아세안과 인도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고 어떠한 대응을 모색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신남방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아세안, 인도와의 전
략적 협력을 통해 미중에 대한 헤징을 구사하는 것이니만큼, 본 연구에서 다룬
신남방국가의 대내외적 환경평가가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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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가.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의 부상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
부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중국
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중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
진 1972년부터 오바마 정부 시절까지 미국의 대중 정책의 주류 기조는 ‘관여
(engagement)’로 축약할 수 있다.16)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정책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기인하였는데,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경
제에 편입되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질서에 중국을 사회화(socialize)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17)
미국은 중국과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의존성 강화가 중국의 경제를 자유화시
키고,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
러나 중국은 경제성장을 거듭할수록 국영기업을 앞세워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을 강화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및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이어갔
다.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공산당 통치와 국가자본
주의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 개방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한 중국정부는 사회 통제를 위해 권위주의적 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갔다.18)
또한 미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절히 섞으며 중국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질서에 도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려 했으나, 중
국은 경제성장을 동력 삼아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군사적 팽창을 추진해
왔다.19)
16) Arase(2019), p. 2.
17) Tellis(2020).
18) Campbell and Ratner(2018), pp. 63-65. 미국의 시기별 대중 정책과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Tellis(201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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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George W. Bush)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균형(balancing) 정책을 펼치려 했지만, 9ㆍ11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 정
책이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되면서 대중국 견제를 실천하지 못하였다.20) 한편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피봇(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그간
중동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군사 역량을 아시아로 재편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중
국 견제를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보ㆍ외교ㆍ경제 3축의
균형정책을 시도하였다.
첫째, 오바마 정부는 2020년까지 미국 해군의 60%를 아태 지역에 재배치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아태 동맹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ㆍ말레이시아ㆍ인도 등 협력이 미진했던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국방비 절감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같은 이유로 군사 주둔보다는 순환 배치 중심으로 병력을 재
편하기 위해 동남아 해양국가들의 해군기지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21) 또한 미
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응하여 항행의 자유작전
(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실시하는 한편, 동남아
해양안보이니셔티브(MSI: Southeast Asia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등을 통해 군사력이 약한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정찰 및 방어능력 강화를 지원
하였다.22)
둘째, 오바마 정부는 동남아를 ‘아시아 피봇’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보고 역내
지역협력체인 아세안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2009년 아세안 동남
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19) Campbell and Ratner(2018), pp. 65-67.
20) Tellis(2019), p. 19.
21)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4년 필리핀과 체결한 방위협력강화협정(EDCA)이다. 이 협정으로 미국은 필
리핀의 5개 기지에서 미국 전함, 항공기, 부대 등을 순환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2) 오바마 정부의 대동남아 안보협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mon(201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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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에 가입하고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파견하는 한편, 2011년 동아시아정
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가입하였다. 과거 미국 지도자들은 아세안
관련 다자 회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
운으로 참석하지 못한 2013년 회의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모
두 참석하는 등 대아세안 외교에 공을 들였다.23) 특히 오바마 정부는 아세안
주도 안보협의체를 중시하였는데,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등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남중국
해 문제와 관련해 아세안이 중국과 구속력 있는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을 타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였다.24)
셋째,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을 통해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를 강화하려 했다. TPP는 전임 정부들의 무
역 자유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었으나, 단순히 경제정책을 넘어서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다. TPP는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목적 외에도,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역내 관여에
대해 확신을 줌과 더불어 선진무역 규범 전파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과 역내
지배권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다.25)
그러나 이러한 대중국 균형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대중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공세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중국을
사회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들의 ‘관여’ 정책 요소를 지속하였다.26)
오바마 대통령은 일찍이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이 현 자유
주의 국제질서로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중국이 자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규범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리라 희망했다.27)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제로섬
23)
24)
25)
26)
27)

Campbell(2016).
Simon(2015), pp. 580-582.
Beeson and Wilson(2018).
Graaff and Apeldoorn(2018), p. 126.
The National Public Radio(2014. 5. 29), “Transcript And Audio: President Obama’s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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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m)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기후변화,
대테러, 핵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갈
등을 피하고자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관여 정책임을 강조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대중국 견제 혹은
봉쇄정책으로 받아들였다.28) 오히려 중국정부는 그간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전략을 버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비전을 내세웠다.
국내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기술굴기를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
로는 BRI를 통한 영향력 확장과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행보를 강화하였다.
중국이 기존 질서에 대항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나가자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
배적 견해가 되었으며,29)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반
영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BRI를 통해 약탈적 경제행위를 행사하고 주
변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공세적 팽창정책을 펼치며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근
간이 되어온 ‘규칙기반질서(rules-based order)’를 위협한다는 시각을 견지
했으며, 이는 미국 인태 전략의 근간을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APEC 정상회담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 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주권 존중, 법의 지배(rule of law), 항행의 자유,
공정한 시장 접근이 가능한 개방 경제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30) 이후 미국의
인태 전략은 ‘국가안보전략(NSS, 2017. 12)’, ‘국가국방전략(NDS, 2018. 1)’,
‘인태전략보고서(IPSR, 2019. 6)’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세 보고서 모두
중국을 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현상 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규
NPR Int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4).
28) 이상현(2017), pp. 77~78.
29)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Campbell and Ratner(2018)
를 참고.
30) The White House(2017. 11. 10),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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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를 추진할 것을 예고하였다.31)
특히 인태전략보고서(IPSR)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단일 지역으로 인태 지역
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여
기서 ‘자유’는 모든 국가들이 “국가 사이즈와 관계없이 타국의 강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개방’은 공해(international waters) 등
에 대한 접근성 보장, 상호호혜적 무역 및 개방된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
장과 연계성 촉진’을 뜻한다.32) 이를 위해 미국은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성에 대한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개방된 투자, 투명한 협약, 연계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
칙 및 규범 준수’의 네 가지 원칙을 수호해나갈 것을 밝혔다.33) 이어 동 보고서
는 중국ㆍ러시아 등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해 역
내 국가들의 국익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태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를 표명하였다.34) 엄밀히 말해 인태 전략이 지향하는 이 네 가지 원칙은 미국
이 오랫동안 지지하고 전파해온 가치들이나, 인태 전략하에서 중국의 현상 변
경 시도에 대항하는 ‘규범적 담론’이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태전략보고서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질서 비전과
중국이 세우고자 하는 ‘억압적인’ 질서 비전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진행된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팽창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강
압적인 약탈적 경제를 강요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 질서를 재
편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약소국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들 국가에 대
한 경제적 착취로 이어지고, 한쪽에 편중된 불투명한 거래가 인태 지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중국의 BRI를 강하게 비판하였다.35) 트럼프 정부 들
31)
32)
33)
34)
35)

The White House(2017);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8, 2019).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4.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4.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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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미국의 BRI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
는 2018년 펜스(Mike Pence) 부통령의 APEC 정상회담 연설이다. 상기 연설
에서 펜스 부통령은 BRI 프로젝트들이 지속가능성과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혜국들을 막대한 빚에 시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은 협력국들을
부채더미에 올려놓지 않고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BRI보다 “더 나은 선택권(option)”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36)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BRI와 미국의 인태 전략 사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대
목이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
롯되었으나,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며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미
중 사이에서 전략적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었다. 반면 펜스 부통
령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태 전략은 ‘미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와 그에
도전하는 중국 간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역내 국가들이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양상을 보이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 인태 지
역에 대한 영향력 경쟁으로 발전해 역내 국가들이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을 초
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 인태 전략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BRI
를 포함해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대응책(countermeasure) 성격이 강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방법 및 수단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 재고는 미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36) The White House(2018. 11. 16),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at the 2018 APEC CEO
Summit, Port Moresby, Papua New Guin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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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아시아 안심 법안(ARIA: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이다.
ARIA는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와 2018년 국가국방전략보고서(NDS) 내용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RIA는 크게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를 촉진하고 인태 전역에 걸쳐 미국의 가치를 전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7)
첫째, ARIA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테러와 같은 역
내 안보 위협에 맞서 일본ㆍ한국ㆍ호주ㆍ필리핀ㆍ태국 등 역내 동맹국과의 협
력을 강화하고, 인도ㆍ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
다. 특히 인도를 미국의 주요 국방 파트너로 지목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
보를 위해 미ㆍ인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ARIA는
중ㆍ아세안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아세안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
가들의 해양 역량과 해양상황 인지 역량 제고, 항행의 자유 보장, 해적, 마약,
인신매매 등 해양 범죄활동 소탕 지원 등 아세안의 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지원
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한ㆍ미ㆍ일 3자 협력, 미ㆍ일ㆍ호ㆍ인도의 4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베트남과
의 전략적 협력 확대와 함께 대만과 뉴질랜드,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미국의
책임(commitment)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ARIA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항행의 자유 보장, 동남아 대테러 활동 강화, 사이버 안보 협력, 인태 지역의 비
핵화 및 군축에 힘쓸 것을 명시하고 있다.38)
둘째, ARIA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ㆍ
다자ㆍ역내 무역협정을 지지하고 역내 국가들이 WTO 무역 원활화 협정을 완
전히 실행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APEC, EAS, G20 등의 다자협력체를 전략적

37) Public Law 115-409(2018. 12. 31).
38) Public Law 115-409(2018. 12. 31) 중 ‘Title Ⅱ – Promoting United States Security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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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미국의 포괄적인 무역역량 강화 및
원활화 전략을 고안할 것과 지식재산권 침해와 상업적 자원의 사이버 절도 퇴
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ARIA는 인태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강화, 메콩 유역 국가들의 환경ㆍ보건ㆍ교육ㆍ인프라 개발을 골자
로 한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 Lower Mekong Initiative) 실행, 인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여성의 경제권 보호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적시하고 있다.39)
셋째, ARIA는 인태 지역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 촉진을 국가 안보
적 이해로 규정하고, 캄보디아ㆍ중국ㆍ북한ㆍ라오스ㆍ태국ㆍ베트남 등에서의
법치와 시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미얀마의 로힝자 탄압과
필리핀의 초법적 살인, 중국의 강제 실종과 초법적 구금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 의회는 인신 매매 방지, 언론의 자유, 민
주주의적 가치 증진 등 인태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ARIA는 인태 지역의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비자 발급을 중지할
것을 명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것을 적시하였다.40)
미 의회는 상기 목적 추진을 위한 5년(2019~23년) 예산을 책정하고(표 2-1
참고), 관련 부처로 하여금 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② 대북 제재 해제 조치 시 이에 대한 당위성 ③ 북한의 위협 및 역량에 대한 대응
④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단체들의 역량 및 활동 평가 ⑤ 지재권 침해
및 상업적 사이버 절도 대처에 대한 정부의 대응 ⑥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
활동 평가 ⑦ 인권운동가보호기금(Human Rights Defender Funds) 활동
평가에 대한 의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41)

39) Public Law 115-409(2018. 12. 31) 중 ‘Title Ⅲ– Promoting United States Economic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참고.
40) Public Law 115-409(2018. 12. 31) 중 ‘Title Ⅳ– Promoting United States Values in the
Indo-Pacific Region’ 참고.
41) Public Law 115-409(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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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ARIA 법안 관련 책정액
목적

예산 규모(USD)

안보 프로그램

연간 15억

인태 지역 내 민주주의 증진,
시민사회ㆍ인권ㆍ법치주의ㆍ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인태 국가와 협력 강화

연간 2억 1,000만
연간 1억

동남아 청년지도자 이니셔티브(YSEALI: 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를 포함한 인태 청년지도자

연간 2,500만

프로그램 지원
인권운동가 지원
인태 국가들의 국가 에너지 전략 이행 장려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다년도 전략 수립

연간 100만
연간 100만

탄탄하고 포괄적인 무역역량 강화 및 무역촉진 전략 수립

필요한 예산 책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자ㆍ다자간 활동 후원

필요한 예산 책정

주: 위 지출승인은 2019~23년 회계연도 대상임.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 5. 4),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ARIA는 미국의 인태 전략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
국이 TPP를 탈퇴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인태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인도태
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태경제비전(Indo-Pacific Economic Vision)’
을 발표하고, 인태 전략이 안보전략을 넘어 경제 및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범정
부적 접근을 띨 것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2017년 인태 전략이 처음 발표된 이
래 미국은 동 전략의 구체화를 거듭해왔으며, 인태 전략은 안보ㆍ경제ㆍ거버넌
스의 3대 축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42)

42)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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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ㆍ안보 협력
인태 전략은 동맹ㆍ파트너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 팽
창을 저지한다는 군사ㆍ안보적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화된
안보 구조를 구축하고 동맹ㆍ파트너국들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전략을 계승하고 있으나, 대
중 견제를 위한 네트워크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태평양사령부(PACOM: Pacific Command)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
부(INDOPACOM: Indo-Pacific Command)로 바꾸고, 일본ㆍ호주ㆍ인도
와의 ‘4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특히 ‘인도ㆍ태평양’ 전략
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세력으로 인도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미 태평양사령부의 관할 범위가 이미 인도양 지
역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인도가 핵심 국가임을 시사
한다.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2007년 좌초되었던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의 4
자 안보협의체(이하 쿼드)의 부활로 이어졌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에서 쓰
나미가 발생하자 상기 4개국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동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회동했던 것을 계기로, 일본 아베 총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 협
력을 촉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4개국은 2007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ARF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고, 그해 9월 인도양에서 해상합동군사훈련을 실시
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43) 이후 쿼드는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2007년
말 새로 집권한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총리가 중국과의 교역관계 악화
를 우려해 쿼드 참여를 철회하면서 동력을 상실하였다.44)
43) 이 해상합동군사훈련에는 싱가포르도 참여하였다.
44) Madan(2017. 11. 16), “The rise, fall, and rebirth of the ‘Qu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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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팽창정책이 가속화되면서 4개국 사이에서 중국의 부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17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의 기간 중 4개국 국장급 실무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연계성 강화’,
‘해양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45)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협의체
수준을 실무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자 했으나 인도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
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9년 9월 유엔총회 참석 기회를 빌려 첫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쿼드는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항
해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
인태 전략 추진에 있어 상징적 의의를 갖는다.46)
군사ㆍ안보 측면에서 인태 전략은 전임 정부의 재균형정책을 상당히 계승하
고 있는데,47) 동맹ㆍ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와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미
진한 국가들의 역량 강화가 대표적이다. 인태 전략은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
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
히 미국은 미일 동맹을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cornerstone)’이라 평
가하고, 인태 전략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로 일본을 꼽았
다.48) 호주의 경우, 다윈(Darwin)에서의 해병대 순환 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
며 동남아와 남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위협 대응에 대한 상호운용성 강화를
강조하였다.49) 미국은 최근 몇 년간 관계가 경색되었던 필리핀과 태국과의 동
맹 강화도 강조하였는데, 특히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필리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이 미ㆍ필 상호방위조약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대

45) Panda(2017. 11. 13), “US, Japan, India, and Australia Hold Working-Level Quadrilateral
Meeting on Regional Coope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5).
46) 정구연 외(2018).
47) 특히 인태 전략의 대동남아 군사ㆍ안보 협력 강화는 전임 정부의 ‘재균형’ 정책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
는다(Liow 2020, pp. 210-220).
48)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22.
49)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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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주목을 끈다.50)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을 시사하며, 실제로 트럼프 정부 들어와 남중국해 해상
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s)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51) 2019년 5월
미 해군은 인도ㆍ일본ㆍ필리핀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 해상에서 공동 군사훈련
을,52) 2019년 9월에는 처음으로 미ㆍ아세안 해상공동훈련(AUMX: ASEAN-US
Maritime Exercise)을 실시하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53)
인태전략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linchpin)’으로 언급되었으나, 협력 방향에 대한 내용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
되었다.54) 동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동맹국으로 언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다루는 파트에서 인태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
데, 이는 트럼프 정부 초기 한국이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것
이 반영된 것으로 관찰된다.55)
미국은 그밖에도 싱가포르ㆍ뉴질랜드ㆍ대만 등 전통적 우방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전임 정부 시절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온 인도ㆍ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밝혔다.56) 트
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동남아 국가들의 국방역량 강화 이니
셔티브들을 지속ㆍ확대하였다. 미국은 동남아 연안국가들의 해양역량 강화를
50)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p. 28-30.
51) “In challenging China’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US Navy is getting more
assertive”(2020. 2.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3).
52) Panda(2019. 5. 11), “US, India, Japan, Philippine Navies Demonstrate Joint Presence in
South China S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3).
53) “US and 10 ASEAN navies begin first joint military exercises in Southeast Asia”(2019. 9.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3).
54)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p. 25-26.
55) 이재현(2019. 6. 21),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평가-미국의 위협인식과 인도-태
평양에서 한국의 자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6). 반면 2019년 11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자
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의 비전 추진’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The U.S. Department of State 2019, p. 8).
56)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p. 30-39. 이외에도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브루나이ㆍ라
오스ㆍ캄보디아와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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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16년부터 5년간 4억 2,500만 달러를 투입해 동남아해양안보이니셔티
브(MSI)를 시행해오고 있다. 필리핀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태국
이 주 대상국이며, 이들 국가의 해양 정보ㆍ정찰ㆍ감시(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역량, 연안 경비함 지원, 탐색ㆍ구조작전 지
원, 군사 교류ㆍ훈련 등을 지원해왔다.57) 미 국방부는 기존의 MSI 프로그램 대
상국을 동남아에서 서남아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
및 해양상황인지(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58) 아울러 미국은 MSI의 일환으로 그간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되어온 ‘동남아시아 합동해상훈련(SEACAT: 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59)에 서남아 국가들을 포함시켜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60) 또한 미국은 코브라 골드(Cobra Gold) 등 역내 국가
들과의 공동군사훈련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와 전통적 군사위협에 대한 전투역량 제고
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61) 이외에도 미국은 네트워크형 안보체계 확립을 위
해 쿼드, ‘미ㆍ일ㆍ호’, ‘미ㆍ일ㆍ인도’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AS,
ARF, ADMM+ 등의 지역 기구들과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역내의 전통ㆍ비
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할 것을 명시하였다.62)
결론적으로 인태 전략은 전임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연장선에 있지
만,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화된 안보체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팽창을 저지

57) Parameswaran(2016. 4. 10), “US Kicks Off New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for Southeast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미국의 대동남아 해양역량 강화 지원의 상세 내용은 박재적
(2018), pp. 247~254 참고.
58)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49.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MDA 역량 제고를 위한
미국 및 쿼드의 상세 협력내용은 이정훈, 박재적(2020)을 참고.
59) SEACAT의 모태는 2002년 출범한 ‘Southeast Asia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동남아시아
대테러 협력)’으로서, 2012년 그 명칭을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으로 바꾸고 해적, 마약ㆍ무기 밀매
등 다양한 해양 문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60)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49.
61)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29.
62)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p.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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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공표함으로써 보다 공세적인 대중국 견제 성격을 띤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7월에는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태평양 억지 구상
(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담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을 승인하였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인태 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동맹ㆍ파트너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2021년 14억 달러 예산을 승인
하였으며, 2022년에는 55억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을 예고하였다.63) 새로 출
범한 바이든 정부 또한 역내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관계 회복을 통해 인태 지
역에서의 미국 군사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64)

2) 경제협력
인태 전략의 경제협력은 2018년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본격화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에서 1억 1,300만 달러의 착수금을 투자해 인태 지역의 디지털, 에너지, 인프
라 3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을 공표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동 연설
에서 중국을 겨냥해 “지배(domination)를 추구”하는 그 어떤 국가와도 맞설 것
이라며, 투명성과 법치에 의거한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였다.65) 군사ㆍ안보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협력 또한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
국이 추구해온 질서와 규범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은 BRI가 중
국의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을 앞세워 공적 재원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표준에 반하는 불투명한 계약이 만발하고 수원국의 수요와 상
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비경제성 프로젝트들이 만연해 수원국을 부채의 덫에
빠트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66) 미국은 BRI의 ‘1국 중심의, 국가가 주도하는,
63) “Bipartisan Support for New Counter-China Fund”(2020. 7.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19).
64) 김현욱(2020), p. 20.
65)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8. 7. 30),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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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빠트리는 모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개발 프로젝트
가 필요하며, 인태 지역에서의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67)
이를 위해 미국은 2018년 10월 BUILD 법안(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Act)을 가결하고 국제개발금융공사(DFC: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를 신설하였다. DFC는 기존의 해외민
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와 국제개
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민간개발금융68) 기능을 통합한 기구이다. DFC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9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2배 증액하고, 지분투자
(equity finance), 현지 통화로의 대출과 보증, 최초 손실 보증 등을 제공한
다.69) 미국은 인태 지역의 민간투자를 독려함으로써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동
시에 국제표준에 근거한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인태 전
략의 경제 비전은 중국의 국가주도식 경제개발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그간 미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시장경제 질서와 규범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의 3대 중점 협력 분야
를 제시하였는데, 분야별 협력 추진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분야
미국은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인태 지역 디지털 시장에서 자국 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견제하려 한다. 우선 미
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이 국가 지원에
힘입은 중국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66)
67)
68)
69)

Runde, Bandura, and Murphy(2019), pp. 6-7.
Goodman et al.(2019), p. 1.
Enterprise Funds, and Private Capital and Micro-enterprise 등이다.
Goodman et al.(201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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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시장 확대를 방관할 경우 미국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는 결
국 미국 R&D 투자역량을 저해하여 미국의 차세대 IT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70) 또한 미국은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권위주의
적 사이버 거버넌스 모델을 인태 지역에 전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
국은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인태 지역에 해저 광케이블을 건설 중이며, 중국
기업들은 BRI 협력 국가들에서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발 중
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군사첩보나 주변국 강압외
교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71) 또한 중국 5G 네트워크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제3국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이
보안상으로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72) 미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5G, GPS 기술표준의
영역에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73)
이를 위해 미국은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DCCP: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 security Partnership)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DCCP는 미국의 범정부 이니셔티브로 기술원조와 PPP를 통한 통신 인프라 개
발 지원, 시장에 기반한 디지털 규제 및 정책 확대, 파트너 국가들의 사이버 안
보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74) 미국은 DCCP를 통해 보안상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인태 지역에 구축하고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모델의 확장을
억제하며, 동맹ㆍ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DCCP의 협력 추진 방향은 시장 주도의 디지
털 인프라 개발 질서 수립,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표준 수립, 정책ㆍ제도
70)
71)
72)
73)
74)

Mori(2019), p. 105.
Hemmings(2020).
Mori(2019), p. 105.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연원호 외(2020) 참고.
Amcham Philippines 홈페이지, “U.S.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Initiative”(검색일: 2020. 4. 21); USAID(2019a),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5).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 47

환경 개선,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개발과제 공동 대응 등이다(표 2-2 참고).75)
DCCP와 아울러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미국ASEAN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CP: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이다. 펜스 부통령이 2018년 11월 발표한 USASCP는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
문의 역량을 활용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에 참여하는 26개 도시의 도시화 문제 해결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76)
미국이 착수금 1,000만 달러를 공여하였고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와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이 진행 중이다.77) 보다 구체적으로
미 교통부는 USASCP로부터 210만 달러를 지원받아 스마트시티 대중교통체
계 구축을 위한 미ㆍ아세안 도시 간 모범사례 공유 사업 5건을 진행 중이다.78)
2020년에는 아세안 지역의 수자원 안보 향상을 위해 ASCN 도시 세 곳과 미국
의 도시, 수자원 회사를 연계하는 ‘스마트 수자원 협력 프로그램(WiSE: Water
Smart Engagement)’을 착수하였다.79) 미국이 스마트시티 협력에 중점을 두
는 것은 스마트시티가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만큼, 인태 지역 스마트시티 개발
에 있어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표 2-2. 인태 전략의 디지털 분야 주요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분야

추진 방향

디지털 인프라 기술원조와 PPP를 활용한 시장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 Security
Partnership)

국제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경제 표준 구현
정책과 규제

규칙에 기반한 ICT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ICT 인프라 규제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 전자정부, 원격진료(e-health) 모듈, 아시아 청소년들의 4차
공통의 개발 과제 산업혁명 기술 역량 강화

75) Martinus(2020), p. 7; USAID(2019a),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5); U.S. Mission to
ASEAN(2019),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76) U.S. Mission to ASEAN(2019),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77) Pitakdumrongkit(2019), p. 8; U.S. Mission to ASEAN(2019),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78) U.S. Mission to ASEAN(2019),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79) U.S. Mission to ASEAN(2019),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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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이니셔티브

분야

추진 방향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위험(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소셜미디어 기반의 거짓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정보, 인신매매 및 밀수,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위험 등)으로

(Digital Connectivity

사이버 안보

and Cyber Security

자율성, 보안성, 책임성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

Partnership)
미국-ASEAN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부터의 보호
사회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자원 안보

ASCN 파일럿 도시, 미국과 제3국 기업 간 스마트 보안 서
비스 협력 추진
미ㆍ아세안 도시 간 모범 공유를 통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
(예: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체계 구축)
ASCN 파일럿 도시, 미국 도시, 미국 수자원 회사 간 수자원
협력 추진(Water Smart Engagement Program)

자료: Martinus(2020), p. 7; USAID(2019a),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5); U.S. Mission to ASEAN(2019),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표 2-3. 인태 전략의 디지털 분야 신남방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프로그램

부문

파트너

금융

인도

포용성

필리핀

내용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의 금융접근성 제고
전자결제시스템 체계 구축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개선을 목적으로 ‘미ㆍ싱가포르 사이버

싱가포르

안보 기술지원 프로그램(U.S.-Singapore Bilateral Cybersecuri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출범(2018. 11)
아세안ㆍ싱가포르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센터와 일본ㆍ아세안 사이버

디지털

사이버안보

연계성 및

안보 역량강화센터(ASEAN-Singapore and Japan-ASEAN
아세안

Centers of Excellence)의 커리큘럼 개발,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관련 강좌 개설(ASEAN Centers of

사이버 안보

Cyber Excellence)

파트너십
인도
필리핀
정책과
규제개혁

미ㆍ인 사이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the
U.S.-India Cyber Relationship) 구축
필리핀 정부의 ‘국가 광대역 통신망 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Network Project)’ 업그레이드와 이행 지원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과 규제

아세안

환경 개선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및 워크숍 프로그램(U.S.ASEAN Connect Digital Economy Serie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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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프로그램

미국-

부문

내용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파일럿 도시인 바뉴왕이
보건ㆍ웰빙 인도네시아 (Banyuwangi) 시정부와 John Wiley & Sons 간 보건ㆍ웰빙
분야 스마트시티 협력

ASEAN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파트너

베트남

ASCN 파일럿 도시인 하노이와 시스코(Cisco) 간 스마트 보안
서비스 협력

필리핀

ASCN 파일럿 도시인 다바오(Davao) 공공 안전 및 보안 센터
(Public Safety and Security Command Centre), IBM, 화
웨이 간 보안ㆍ안전 분야 스마트시티 협력

보안ㆍ안전

자료: Martinus(2020), p. 7; Obama White House 홈페이지(검색일: 2020. 6. 19); USAID, “Advancing Digital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7); USASCP,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7); U.S.-ASEAN Connect, “U.S.-ASEAN
Connect Digital Economy Se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7).

나) 에너지 분야
인태 경제 비전의 에너지 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에너
지 자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인태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
다.80) 에너지 협력 또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무관하지 않은데, 미국은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중심 축을 OPEC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김으로써 글로벌 에너
지 시장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81) 또한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통해 미국의 에너
지 산업 성장을 제고하고자 한다.82) 아울러 미국은 인태 지역 내 양질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의 인프라 개발을 견제하고자 한다.83)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미국 대외에너지정책 3대 목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외에너지정책의 3대 목표는 첫째, 인태 지역 내에 뜻을 같이하는
(like-minded) 국가들과 민간 주도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력 확대를 들고
80) Choi et al.(2019), p. v.
81) Energy dominance(America’s central position in the global energy system as a leading
producer, consumer, and innovator) 추구 및 동맹ㆍ파트너 국가들이 에너지를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The White House 2017, pp. 22-23).
82) Choi et al.(2019), p. 11.
83) The White House(2018. 6. 17),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on H.R. 5105/S. 2463,
the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BUILD) Act of 2018,”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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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조건부 및 이면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부채의 위험이 없으며 투자
동기가 투명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추구한다. 셋째,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현
상 변경 세력 혹은 불량국가(bad actors)의 처벌을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목표
를 종합하면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중국 BRI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84)
이를 위해 미국은 2018년 7월 인태 전략 에너지 협력 플랫폼인 ‘에너지를 통한
아시아의 발전과 성장 프로그램(Asia EDGE: Asia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을 출범시켰다.85) Asia EDGE는 ① 동맹국ㆍ
파트너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강화 ②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에너지
교역관계 발전 ③ 개방적ㆍ효율적 규칙에 기반을 둔 투명한 에너지 시장 형성
④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확보를 표방한다.86)

표 2-4. Asia EDGE의 전략목표와 우선순위
전략목표
동맹국ㆍ파트너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우선순위
모든 국가에게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자원을 개발하는 주권적 권리 보장
지역 인프라 연계, 공급경로,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노력 지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적절한 에너지 자원, 기술, 서비스(R&D 포함) 공급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개발 금융과 수출 신용 활용
적인 에너지 교역관계 발전 인태 지역에서의 美에너지 자원과 기술 수출 및 투자의 지속 증가 지원
개방적ㆍ효율적ㆍ규칙에 상품교역, 선진기술,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장 기반의
기반을 둔 투명한 에너지 에너지 정책 수립 지원
시장 형성
양질의 민간투자에 도움이 되는 법ㆍ제도적 지원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확보

유틸리티 모델과 그리드의 개선, 자원의 다변화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의
전력 시스템 강화
산업, 건설업, 교통,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의 에너지원 효율성 개선

자료: The U.S. Department of State, “Asia EDGE -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8).

84) NBR Clara Gillispie Senior Advisor 서면 인터뷰(2020. 6. 2).
85)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20. 1. 27), “Fostering Commercial Cooperation
under the Japan- U.S. Strategic Energy Partnership (JUSEP) to Advan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7).
86) Choi et al.(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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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표들은 미국이 오랫동안 표방해온 에너지 외교의 목표들이나, 트럼프
정부 들어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에너지 교역’과 ‘투명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강조가 더욱 두드러졌다.87) 이는 미국의 상업적 목표와 연계되었
을 가능성이 큰데, 미국은 2019년 기준 세계 3대 LNG 공급국으로서, 인태 지
역에 자국의 LNG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88) 특히 미국은 아세안과의 에너
지 협력 확대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세안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국 수요의 1/3~2/3에 해당하는 크기
이다.89)
그러나 대동남아 LNG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여러 장애물이 존
재한다. 우선 LNG 인프라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아세안ㆍ동아시아경제연구소
(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에 따르
면 동남아시아의 LNG 인프라 건설 수요는 800억 달러에 이른다.90) 또한 동남
아 LNG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분절화되어 있으며,91) 호주ㆍ카타르ㆍ
러시아 등 미국보다 인태 시장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쟁국들이 존재하고 있어
미국산 LNG의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다.92)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에는 이미 많
은 화력발전소들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미국산 LNG를 수입해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경쟁력이 높다.93) 마지막으로 인태 에너지 시장은 대부
분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시장개혁 없이는 미국산 LNG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94) 시장개혁을 위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의 개혁ㆍ
개방 의지가 필수적이며,95) 파트너 국가들이 신규 탐사와 개발에 나설 수 있도
87) NBR Clara Gillispie Senior Advisor 서면 인터뷰(2020. 6. 2).
88) Choi et al.(2019), p. 3, pp. 6-7.
89) Choi et al.(2019), p. 22.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도 천연
90)
91)
92)
93)
94)
95)

가스 순수입국이 된다(Choi et al. 2019, p. 23).
Choi et al.(2019), p. 23 재인용.
Choi et al.(2019), pp. vi-vii, p. ix.
Choi et al.(2019), p. 37.
Choi et al.(2019), p. vii.
Choi et al.(2019), p. vi.
Choi et al.(201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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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96)
이에 미국은 Asia EDGE를 통해 LNG 인프라 확충 및 파트너 국가 시장의
개방ㆍ개혁을 촉진하여 미 LNG 수출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미국은 LNG 외
에도 인프라, 핵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석탄, 시장개혁, 인적 역량 강화 등 범분
야 이슈를 우선 협력 분야로 고려하고 있다.97) 따라서 Asia EDGE 프로그램은
LNG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신재생에너지는 LNG만으로는 불안정한 미국의 에너지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98)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서 탈
퇴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였던 개울보호규정(Stream Protection Rule)
과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철폐하는 등 전임 정부의 기후변화 정
책을 뒤집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Asia EDGE 프로그램은 신재생에
너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99) 바이든 신정부가 친환경정책을 강조함에 따
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Asia EDGE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미 수출입은행, USAID,
무역개발청, 해외민간투자공사, 에너지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이니셔티브로 추
진되고 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인태 파트너 국가들의 에너
지 안보, 수급선 다각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
혔다.100) 미국정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관협력
(PPP), 정부보증, 자본 유연화 등 민간 주도의 재원조달을 강조하고 있다.101)
미국은 에너지 협력을 위해 일본ㆍ호주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96)
97)
98)
99)

Choi et al.(2019), p. 23.
NBER Clara Gillispie Senior Advisor 서면 인터뷰(2020. 6. 2).
NBER Clara Gillispie Senior Advisor 서면 인터뷰(2020. 6. 2).
Asia EDGE 사업 중 USAID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 지원 프로그램은
대규모 풍력발전소 설립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Asia EDGE 2019, p. 2,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5. 22)).
100) Asia EDGE(2019),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2).
101) The U.S. Department of State, “Asia EDGE -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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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추진 중이다. 가장 협력이 활발한 국가는 일본이다. 2017년 11월 양국간
협력 플랫폼인 미ㆍ일 에너지파트너십(JUSEP: Japan-U.S. Energy Partnership)
이 출범하였다. 일본은 JUSEP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LNG 공급과 LNG 인
프라 건설을 위한 PPP 재원을 10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밝혔다.102) 일본의
재원조달에 힘입어 양국은 18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와 1 LNG 발전소
(Jawa 1 LNG-to-power project),103) 30억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LNG
발전소, LNG 및 석유 터미널 건설사업을 PPP 방식으로 건설 중이다.104) 한
편 2019년 8월 JUSEP을 뒷받침하는 미ㆍ일 메콩전력파트너십(JUMPP:
Japan-U.S. Mekong Power Partnership)이 출범하였다.105) 미국은 메콩
지역의 송전망 개발을 위한 Asia EDGE 프로그램에 2,950만 달러를 공여하겠
다고 발표하였고, 일본은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06) 호주와는
미ㆍ호 인도태평양 에너지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미ㆍ호 에너지 안보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ㆍ일ㆍ호 3국은 파푸아뉴기니 LNG 개발 사업에 10억 달
러를 융자하기로 합의하였다.107) Asia EDGE를 통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아직 가시적이지 않으나,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Asia EDGE에 우수
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 기술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한국의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108)
102)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19 Japan-U.S. Strategic Energy Partnership
Statement: Recent Major Develop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8); U.S. Embassy in
Burma, “Joint Statement on the Japan-United States Mekong Power Partnership
(JUMP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8).
103) Choi et al.(2019), p. 48.
104) Choi et al.(2019), pp. 48-49.
105)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20. 1. 27), “Fostering Commercial Cooperation
under the Japan-U.S. Strategic Energy Partnership (JUSEP) to Advance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106) Stromseth(2019), p. 9;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20. 1. 27), “Fostering
Commercial Cooperation under the Japan-U.S. Strategic Energy Partnership (JUSEP) to
Advan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107) “Japan, US and Australia begin own ‘Belt and Road’ in South Pacific”(2019. 6.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3).
108) Choi et al.(2019),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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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Asia EDGE 프로그램의 신남방지역 주요 프로젝트(2019년 6월 말 기준)
주무부처
무역개발청
USAID

파트너
베트남

주요 프로젝트 내용
LNG 수입 터미널 개발 및 PtG(Power-to-Gas)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민관협력(PPP) 사업 11건 진행(8억 600만 달러)

국무부

필리핀

LNG 수입 및 에너지 믹스 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제도 수립 지원

국무부

아세안

에어컨디셔닝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지원

에너지국

APEC

LNG선 및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설비, 재기화 장치 지원

국무부

아세안

국무부

아세안

상무부, USAID

남아시아

국경간 전력 거래를 위한 법ㆍ제도 거버넌스 구축 논의

남아시아

경쟁력 있는 역내 전력시장 개발 및 인도의 국경간 전력 거래 활성화 지원

USAID
USAID

US-ASCOPE 공동연구회 설립(글로벌 LNG 시장 형성, ASEAN 가스 시장
개발 등 논의)
국경간 파이프라인 관리 및 천연가스 품질 표준화를 위한 ASCOPE 모범
사례 지원(Trans-ASEAN Gas Partnership(TAGP) 일환)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 지원

USAID

베트남

국제개발처의 파트너사(Ha Do Group), 베트남 최초 태양에너지 농장 건설 완료

무역개발청

필리핀

폐기물 에너지화(WTE) 프로젝트 개발 지원

USAIDㆍADB

아시아

무역개발청

인도

에너지국

인도

에너지국

인도

에너지국

메콩

국무부

메콩

아시아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출범(USAID와 ADB 70억 달러 투자)
North Delhi Power의 스마트 그리드 역량 평가, 스마트 그리드 실행 로드맵
수립 지원
인도의 에너지 혁신 제고 및 미국기업들의 상업활동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미국ㆍ인도 가스 TF G2G 협력 프로그램(시장규제, 가스그리드 강화, 가스
수요 증진)
수력운용 최적화 및 종합계획 지원(데이터 수집 개선, 국경간 다목적 수자원
체계 조율)
전력공급 현대화 투자 유치 지원

자료: Stromseth(2019), p. 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easur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Export-Import Bank,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ted States Trade & Development Agency,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pp. 2-5.

다) 인프라 분야
미국은 BRI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개발 환경을 저해하는 한편, BRI
를 통해 건설되는 인태 지역 인프라가 중국의 군사ㆍ안보적 목적에 사용될 가
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09) 미국은 민간 주도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에
109) Goodman et al.(2019),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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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투명성 있는 인프라 개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국식 개발 모델을
견제하고자 한다.110) 특히 미국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정부는 민간 중심의 인프라 개
발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111)
미국은 가장 먼저 정부의 개발금융을 자국의 광범위한 외교정책과 개발목표와
연계시키고, 부처별 프로그램의 중복 이행을 줄임으로써 미국 개발 금융 수단의
경쟁력과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BUILD
법안을 통해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신설한 것이다. DFC는 직접 지분 투자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OPIC의 대출ㆍ보증ㆍ보험ㆍ간접출자 등의 금융수단을 보
완했으며, OPIC에서 적용했던 미국기업의 사업 참여 조건(U.S. Connection
Requirement)을 폐지함으로써 미국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12) DFC의 금융 제공 한도는 연 600억 달러
로 기존 OPIC의 연 290억 달러에서 대폭 상향되었으나,113) BRI가 제공하는
재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600억 달러는 민
간투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을 돕기 위한 착수금 성격임을
강조하며, DFC의 역할은 민간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것임을 분
명히 하고 있다.114) DFC의 투자 분야는 전력 및 교통 인프라 개발, 농업 관련
산업(agribusiness), 금융 포용성 및 금융개발, 도시 서비스, 스마트 시티 등
고용과 경제성장 그리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115)
아울러 미국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2018년 7월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
워크(ITAN: 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를 출
범시켰다.116) ITAN은 프로젝트 발굴, 사업 평가, 재원조달을 위한 미국 정부
110)
111)
112)
113)
114)
115)
116)

Goodman et al.(2019), pp. 1, 2, 26.
Goodman et al.(2019), p. 20.
Machlin and Sakamoto(2020), pp. 1, 3-4.
OPIC(2018),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Runde, Bandura, and Murphy(2019), p. 26.
Runde, Bandura, and Murphy(2019), p. 40.
The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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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기술지원을 조율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17) ITAN은 보
다 정비된 인프라 개발 기술지원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프로젝트 평가 과정
과 규제 및 조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하며 고
품질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118) ITAN의 주요 이행기관인
USAID는 ITAN의 사업추진 방향으로 개방되고 투명한 조달체계 수립, 타당성
조사 이행과 경매 입찰서류 작성 역량 강화,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재원 투입 최적화, 국가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 관리
와 세정 효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119) 일례로 USAID는 베트남 정부의 전력
개발계획 이행과 민간투자 유치,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전략 수립, 몰디브
정부의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120)
아울러 미국은 법률, 예비타당성 조사, 계약 협상 자문, 부채 지속가능성 분
석, 입찰 및 프로포절 평가 등의 지원을 위해 2019년 9월 인도태평양 사업자문
기구(TAF: Indo-Pacific Transaction Advisory Fund)를 신설하였다.121)
미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금융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모호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비용(hidden costs)을 줄여 지속가능하고 경제성 있는 인프라 개발을 촉
진하려 하고 있다.122)
또한 미국은 2019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인도ㆍ태평양 비
즈니스 포럼’에서 BRI에 맞선 국제협력 네트워크인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를 출범시켰다. 블루닷 네트워크는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117) Pitakdumrongkit(2019), p. 31.
118) USAID(2019b),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119) USAID(2019b),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USAID는 베트남 정부의 전력개발계획 이
행과 민간투자 유치,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전략 수립, 몰디브 정부의 국가재정 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USAID는 미얀마 정부가 중국정부, 국영기업과 협상 시 계약을 검토하고 사
업성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얀마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으며, 미 국무부는 BRI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는 국가들에게 미얀마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Stromseth 2019, p. 9).
120) USAID(2019b),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121) Choi et al.(2019), p. 48; USAID(2019b),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122)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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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방적인 협력 틀하에서 양질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다자협력 네
트워크이다. 참가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표준,
평가 및 인증체계를 구축해나감으로써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국들이 시장 주도
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하도록 돕는다. 블루닷 네트워크는 사
업 인증도 수행하는데, 블루닷 네트워크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20이 제시
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 개발을 위한 혁신적 금융에 대한 G7의
Charlevoix 선언에 명시된 양질의 인프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23) DFC가
개발 금융 수단, ITAN이 기술지원 통로라면 블루닷 네트워크는 인프라 개발
표준 수립을 위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표 2-6. 미국 인태 전략의 인프라 분야 주요 협력체
협력체
국제개발
금융공사(DFC)

성격

목적

특징

∙ 직접 지분 투자 도입을 통해 외국 기업만이
금융지원 미국 개발 금융 수단의 경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쟁력과 호환성 향상
∙ 한도 연 600억 달러
수단
∙ 민간투자 촉진의 수단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
(ITAN)
기술지원
수단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
(TAF)

프로젝트 발굴, 사업 평가,
재원조달을 위한 미국 정부
부처의 기술지원 강화

∙ 개방되고 투명한 조달체계 수립, 타당성조사
이행과 경매 입찰서류 작성역량 강화,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재원 투입 최적화, 국가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 관리와 세정 효율화 추구

파트너 국가의 금융, 환경 영 ∙ 법률, 예비타당성 조사, 계약 협상 자문, 부
향 평가 지원 및 지속가능하고 채 지속가능성 분석, 입찰과 프로포절 평가
경제성 있는 인프라 개발 촉진 등을 지원

∙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개방적인 협력
틀하에서 양질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협력
인프라
블루닷
하는 다자 네트워크
개발 표준 표준, 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
네트워크(Blue
∙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에
양질의 인프라 개발 지원
수립
근거한 표준, 평가,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Dot Network)
플랫폼
개발도상국이 시장 주도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 개발을 하도록 지원
자료: Blue Dot Network 홈페이지, “Blue Dot Network”(검색일: 2020. 4. 21); Choi et al.(2019), p. 48; OPIC(2018),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Pitakdumrongkit(2019), p. 31; USAID(2019b),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123) Blue Dot Network 홈페이지, “Blue Dot Network”(검색일: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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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인태 전략의 인프라 관련 신남방지역 주요 프로젝트(2019년 6월 말 기준)
프로그램

파트너

주요 프로젝트 내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싱가포르-미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저 통신케이블 건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DFC

인도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USAID
(ITAN 사업)

필리핀
베트남

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에너지 분야 포함) 지원 예정(50억 달러)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차관 지원 예정(5,000만 달러)
물 공급 및 위생시설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기업에 차관 지원 예정(5,000만
달러)
인도 구자라트 주에 50MW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을 위한 차관 지원
예정(2,730만 달러)
워크숍 개최(교통 분야 계획 수립ㆍ자금 조달ㆍ민관협력(PPP)에 관한 모범
사례 공유)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 개발전략 지원
전력개발계획 및 민간투자 유치 자문, 워크숍 개최(교통 분야 계획 수립ㆍ
자금 조달ㆍPPP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

인도ㆍ태평양 입찰 및 인프라 조달제도의 투명성 제고
자료: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U.S. Mission to ASEAN 홈페이지, “The United States and ASEAN: An Enduring Partnership”(검색일: 2020.
7. 22.); The 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 “Fact Sheet: Advanc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검색일: 2020. 7. 22); “New U.S development financing group says eyeing big investments in
Indonesia”(2020. 1.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2); DFC 홈페이지, “DFC Approves $1 Billion of
Investments in Global Development”(검색일: 2020. 7. 22); MCC 홈페이지, “Road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검색일: 2020. 7. 22).

결론적으로 인태 전략의 경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BRI에 대항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한 경제성
있는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프라
개발 이니셔티브가 인태 지역의 인프라 개발 수요(26조 달러)를 충족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매우 작고, 민간 주도로 사업이 발굴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지체될
수 있어 발굴될 사업 수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124)

124) 인도네시아 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CSIS) Evan A. Laksmana 선임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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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는 인태 전략 3대 분야 중 구체화가 가장 느리게 진행된 분야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 인권, 투명성 등 ‘굿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원칙들을 자국의 안보, 경제정책과 연동해왔던바,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ㆍ강화
하는 방향의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중국 견제’라는 인태 전략
의 기조를 반영하여, 중국의 권위주의적 모델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 거버넌스
모델 전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국내적으로 인권 탄압, 미디어 및 시민사회 통제 등의 권위주
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ㆍ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이러한 권
위주의 모델을 주변국까지 확대하려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25)
이는 펜스 부통령의 2018년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펜스 부통
령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권위주의와 공격성(aggression)은
설 자리가 없다”며, 미국은 “시민사회, 법의 지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
를 촉진해왔고, 이는 “진보의 구성요소(building block of progress)이자 독
립의 방벽(bulwark)”임을 강조하였다.126)
2019년 11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의 비
전 추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보고서는 인태 전략의 거버넌스 요소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27) 동 보
고서에서 미국은 ‘굿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 지역의 개방된 사회
와 시장경제 촉진을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128)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가가
시민을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해외부패방지법
125)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p. 21.
126) The White House(2018. 11. 16),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at the 2018 APEC
CEO Summit, Port Moresby, Papua New Guin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7).
127)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p. 21.
128) 구체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는(citizen-response) 거버넌스와 기업가 정신, 효율적인 자금 분배,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최소규제(light-touch regulations)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1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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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A)」, 「마그니츠키 인권법안(Global Magnitsky Act)」, 「레이히 법(Leahy
Law)」129)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독려할 것을 공표하였
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은 투명성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한 높은 기준의 책임을
준수한다고 강조하였다. 미 의회도 ARIA에 의거해 인태 지역의 인권활동가들
을 지원하는 ‘인권 운동가보호기금(Human Rights Defender Funds)’의 활
동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130)
미국은 역내에서의 굿 거버넌스 촉진을 위해 2018년 11월 ‘인도태평양 투
명성 이니셔티브(IPTI: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를 출범시
켰다. IPTI는 반부패 및 재정 투명성, 민주주의 지원, 청년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
미디어와 인터넷 자유,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총 6억 달러 규모로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며, 2019년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에 6,800만 달러를 추가해 태평양 도서국과 남아시아에 로컬 거버넌스 개선,
미얀마의 민주적 선거 시행을 포함한 새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미 국무부는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국(DRL: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관할하에 새로운 ‘인도태평양 투명성 기금(Indo-Pacific
Transparency Fund)’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인도태평양 투명성 기금은 정부,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민간기업, 재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이니
셔티브로, 인태 지역의 법의 지배,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투명하고 책임을 다
하는 거버넌스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1)

129) 레이히 법은 인권침해에 연루된 외국 군대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규정하고 있다.
130) Public Law 115-409(2018. 12. 31).
131)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11. 3),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 Fact
She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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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인도태평양 투명성 이니셔티브(IPTI)의 주요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주요 프로그램
∙ 글로벌 반부패 컨소시엄(GACC: Global Anti-Corruption Consortium)을 통해 반

반부패 및
재정투명성
제고

부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언론 및 권익 옹호 단체 지원
∙ 역내 민주주의 및 법치 공고화를 위한 법적 틀 개선을 목적으로 아세안대법관위원회
(CACJ)의 사법교육ㆍ훈련실무그룹 지원(USAID)
∙ 필리핀의 재정 투명성 강화 및 예산편성, 세금징수, 공공조달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지원
(USAID)

민주주의
지원

∙ 태평양 도서국의 반부패 및 거버넌스 개선 지원(총 1억 달러 규모)
∙ 미얀마의 민주적 선거 실시 지원(호주 공동 지원)
∙ 태평양 도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역량 제고 지원(USAID)
∙ 파푸아뉴기니의 여성기업재원센터(WBRC: Women’s Business Resource Center)

청년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

재정 지원(호주 공동 지원)
∙ 방글라데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동티모르 시민사회활동 제고, 캄보디아의 시민 참여
활동 지원(USAID)
∙ 차세대 태평양 지도자(Young Pacific Leaders) 프로그램 확대
∙ 국무부의 Global Engagement Center(GEC)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 내의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 및
인터넷 자유

∙ 스리랑카 의회 내 미디어 센터 설립 지원 및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언론활동
강화 지원(USAID)
∙ 미얀마 언론 자유화를 위한 현지 언론인 교육(국무부/USAID)
∙ 국무부 주도의 Global Equality Fund(GEF)를 통해 역내 사회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

기본적

활동 지원(호주 공동 지원)

자유와 인권 ∙ 로힝자 난민 캠프 지원(USAID/태국정부 공동 지원)
증진

∙ 캄보디아 노동권익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방글라데시 노동단체 지원, 필리핀
인권 보호 활동 지원(USAID)

자료: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11. 3),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 Fact She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2).

인태 전략의 거버넌스 요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해온 민주주의
적 가치 전파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태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는 역내 국가들과
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인태 전략 실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례로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에서의 인권 침해는 이들 국가와의 안보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태 전략의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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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요소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경시하
고 실리 위주의 ‘거래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를 중시했던 반면, 바
이든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132)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인태 전략 추진의 주요 수단으로 동맹ㆍ파트너 국
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아태 지역 주요 동맹국인 일본ㆍ호주
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일찍이 인태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일본의 새로운 전략 비전으
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
략을 공표하였다. 아베 총리가 발표한 일본의 인태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간의 연결성
강화’, ‘자유, 법치, 시장경제,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역내 변영 증진’ 등을 골자
로 하고 있다.133) 일본은 미국의 역내 안보 개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
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미국의 동맹ㆍ파트너국들과의 연합체 형
성(coalition-building)을 모색하는 한편,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필두로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부록 1 참고).134) 호주
도 규칙 기반 질서 및 시장경제 유지가 자국의 안보ㆍ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는 인식하에 미국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135) 특히 인접국인
태평양도서국과 아세안에 대한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있다(부록 2 참고). 특히
일본과 호주는 미국과의 양자 협력 추진과 더불어 ‘인태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

132)
133)
134)
135)

김현욱(2020), p. 25.
Koga(2020), p. 49.
Koga(2020).
Australian Government(2017),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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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자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국의 지역 정책과 미국 인태 전략
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표 2-9. 인태 전략 관련 미ㆍ일 / 미ㆍ일ㆍ호 협력 주요 내용(2020년 11월 초 기준)
분야

이니셔티브

주요 협력
- 일본, 아시아 LNG 시장 확대를 위해 PPP 재원 100억 달러 증액
(2019. 9), 이 중 40억 달러를 민간 및 공공 투자에 투입
- 미 EXIMㆍ일 NEXI, 인태 지역의 LNG 수송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재
원조달 상한 확대(2019. 11)
- JUSEP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JUSEP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출범
- 일본정부, 미국과 일본이 인태 지역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6개 정부기관의 지원수단을 종합 소개하는

미ㆍ일 전략
에너지
에너지 파트너십(JUSEP)

툴킷(Toolkit) 발표
- 호치민 에너지 인프라 워크숍(2018. 12), 자카르타 LNG 워크숍
(2019. 3) 개최
- 미국 워싱턴과 휴스턴에서 LNG 트레이닝 이벤트 개최(2019. 6), 도쿄
에서 LNG 가치사슬 합동 트레이닝 이벤트 개최(2019. 6)
- 일본,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셰일오일, LPG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예정
- 미국, 일본이 미 워싱턴에서 개최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
(CCUS) 관련 라운드테이블 참가(2019. 2)
- 2019년 8월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설비 변경관리(MOC) 리뉴얼 작업 공동 참여

미ㆍ일 메콩전력
파트너십(JUMPP)

- 미, 메콩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전력망 연계성 강화를 위해 착수금
2,950만 달러 공여 약정(2019. 8)
-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
털 경제 환경 구현을 위한 JUSDEP 워킹그룹 소집(2019. 3, 2019. 4)

미ㆍ일 전략적
디지털 경제
디지털

파트너십
(JUSDEP)

- 일본 해외 ICTㆍ우정사업(JICT)개발지원공사의 일본-괌-호주 광섬유
해저 케이블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인프라 개발 추진
- 인태 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 워크숍 개최
- 스마트시티 기술 및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 협력 프로
그램(Global City Teams Challenge) 등 스마트시티 협력 추진
- APEC 초국경 프라이버시 규범(CBPR) 체제 마련을 위한 워크숍과 행사 개최

미ㆍ일ㆍ호
디지털 연계 협력

- 팔라우에 3,000만 달러 규모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 건설 계획 발표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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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분야

이니셔티브

주요 협력
- ‘APEC 양질의 인프라 개발ㆍ투자 가이드북’ 개정안(일본 제안, 미ㆍ

양질의
인프라 이니셔티브
미ㆍ일 협력

베ㆍ파푸아뉴기니 공동 작업) APEC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
- 미국, 일본이 하노이에서 개최한 양질의 인프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2018. 12)
- 미국, 일본이 주최한 ‘APEC 도쿄 양질의 인프라 컨퍼런스’에 참가
(2019. 3)
- 미ㆍ일ㆍ호 3자 인태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추진 발표(2018. 7)
- 호주 DFAT, Efic, 일본 JBIC, 미국 OPIC 간 3자 MOU 체결 발표, 신규
인프라 사업,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재원 조달 협력

인프라

합의(2018. 11)
양질의
인프라 이니셔티브
미ㆍ일ㆍ호 협력

- 미ㆍ일ㆍ호,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양질의 인프라 개발 원칙 채
택 위한 협력 합의(2019. 6)
- 파푸아뉴기니 전기생산능력 확대, 송전 및 배전 투자를 골자로 한
파푸아뉴기니 전기보급 파트너십 추진(2018. 11)(17억 달러 규모로
뉴질랜드도 참여)
- 파푸아뉴기니의 LNG 인프라 개발 지원 발표(2019. 6)
- ADB 연차총회 계기 미ㆍ일ㆍ호ㆍ인ㆍ인니ㆍ마샬제도 등 양질의 인프
라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 이니셔티브와 원칙 논의(2019. 5)

자료: 곽성일 외(2020), p. 106; Ministry of Foreign Affairs(Japan), “Factsheet: Recent Effor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Energy, Digital and Infrastructure sectors toward achiev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0); Szechenyi and Hosoya(2019), p. 5;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p. 8, p. 14, p. 17, p. 18; “Japan, US and Australia begin own ‘Belt and Road’ in South
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3); “The United States Partners with Australia and Japan to Expand
Reliable and Secure Digital Connectivity in Pala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 METI 웹사이트(검색일:
2020. 12. 28); ADB(2019), 웹사이트(검색일: 2020. 12. 28).

이렇듯 미국의 인태 전략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핵
심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초 한국은 인태 전
략의 대중국 견제 성격을 의식해 인태 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을 유보하였다.136) 한국은 그동안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정책을 추구해왔다. 한국은 현재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사이에서도 ‘전략적 비결정(strategic nondecision)’을 고수
136) 「한ㆍ미 정상 발표 ‘인도ㆍ태평양 라인’… 청와대선 “동의 안 해”」(2017. 11.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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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37) 인태 전략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대응은 2017년 싸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한국의 핵심 안보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138) 인태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이 인태 전략과 중국 BRI 사이에 선택의 딜레마에 놓
였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한편, 한국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태
전략과 BRI와의 협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139) 특히
미국이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면서 양 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동ㆍ서남아로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
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
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하에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 구
축을 지향하고 있다.140)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대 공동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그간 경제에 집중되었던 한ㆍ
아세안 관계를 외교ㆍ안보와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기존 장
관급이었던 한ㆍ메콩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시켰다. 아세안은 2019년 한ㆍ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응하며 한ㆍ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의 의
지에 화답하였다. 인도와는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
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양자 교역 증대, 인프라, 신산업,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141)
137)
138)
139)
140)
141)

Lee, Ji-Young(2020).
Lee, Ji-Young(2020), pp. 91-92, pp. 94-95.
이기태, 배정호(2019); 최원기(2019).
최원기(2019), pp. 6~9.
「한ㆍ인도, 비전성명…“양국관계 깊이 더하는 새로운 추동력」(2018. 7.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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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

비전

목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호혜적ㆍ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평화롭고 안전한

이해 증진

경제협력 기반 구축

역내 안보환경 구축

① 상호 방문객 확대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⑧ 무역ㆍ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 ⑨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19대 ④ 행정 한류(전자정부 및
추진

공공행정) 사업 지원

개발 참여
⑩ 중소기업 등 시장 진출 지원

과제 ⑤ 상호체류 국민의 권익 ⑪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보호 증진
⑥ 삶의 질 개선 지원

혁신성장 역량 제고
⑫ 국별 맞춤형 산업협력모델 개발

⑦ 사람 분야 한ㆍ메콩 협력 ⑬ 한ㆍ인도 신산업 협력추진

평화 공동체(Peace)

⑭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⑮ 한반도 및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⑯ 국방 방산협력 확대
⑰ 역내 테러 사이버 해양안보
공동 대응
⑱ 역내 재난대응 역량 강화
⑲ 한ㆍ메콩 평화협력 증진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2019. 12. 19)을 바탕으로 작성.

인태 지역을 둘러싼 주요국의 다양한 지역 전략은 인태 지역이 새로운 지정
학적 중심축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아세안과 인도가 자리 잡
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남방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현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한 한국의 새로운 지역주의 전략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142) 그러나 지난 2년여 간의 추진 경과를 살펴볼 때 아세안과 인도에서
신남방정책이 갖는 존재감은 아직 크지 않으며, 한국의 대표 지역 전략으로 거
듭나기에도 여러 한계가 있다. 우선 대부분의 협력과제와 사업들이 3P 비전하
에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진행하
던 사업들을 3P 공동체에 맞춰 재분류화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의 신남
방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이 부재하고, 미국ㆍ중국ㆍ일본과 비교
해 신남방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독자적으로 추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인태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 정책과의 연계와
142) 최영종(2019); 최원기(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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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
다. 미국 인태 전략과의 협력 모색 또한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양 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이 아세안과 인도
로 지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으며, 공동의 협력을 도모할 분야 또한 많기 때문이다.
먼저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은 지리적 대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초기 지리적 범위에 대해 다소의 혼선 혹은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신남방정책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당분간
지리적 확장보다는 기존 신남방정책 대상인 아세안 국가, 인도와의 협력을 심
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대략 미국 서해안
의 태평양부터 최소 인도, 혹은 인도를 넘어선 인도양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그
러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특히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인태 전
략을 살펴보면 동남아가 이 전략들의 핵심 지역이라는 사항을 어렵지 않게 확
인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9ㆍ11 테러 이후 중동에 집중되어 있
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린다는 의미에서의 중심축 이동(pivot)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도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재균형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
었다. 아시아 재균형정책 실행의 최전선에 있었던 당시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
보인 커트 캠벨(Kurt M. Campbell)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책은 오랫동안
동북아에 초점을 두어왔는데, 아시아 피봇 정책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사실
아시아 안에서 동남쪽의 국가로 초점을 재조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143)
중동에서 아시아로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미국의 초점이 동북아로부터
동남아로 이전하는 정책이 피봇 정책의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인태 전략에서도 유사한 강조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미 국방
부의 인태전략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아세안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아세안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새겨진 이런 가치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143) Campbell(2016),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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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라고 아세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144) 이는 인태 전략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아세
안과 공통의 이익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바라보던 시각을 보면, 미국은 아세안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무역 등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를 공유’한다고까지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
러나 인태 전략이 중국과의 ‘규범’ 경쟁을 표방하는 만큼, 미국은 ‘가치의 공유’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세안을 인태 전략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인태 전략
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아세안 지역은 비단
인태 전략뿐만 아니라 그 선행전략이었던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포함해 2000년
대 중반부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이런 점
에서 신남방정책의 아세안에 대한 강조와 인태 전략에서 아세안이 갖는 비중은
양 정책이 협력적으로 전개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신남방정책의 또 다른 대상국인 인도에 관해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먼저 인태 전략에서 인도는 아세안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정책의 명칭
인 인도태평양에서부터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인태
전략은 중국이 BRI를 통해 서진하는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과거 동북아 중
심의 아시아 전략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위시한 서남아까지 서진
하는 전략적 구상이다. 여기서 인도는 인태 전략 서진의 최서단 거점으로 기능
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 능력으로 인태 지역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태 지역의 각 하위 지역들은 지역 국가들, 특히 쿼드 참여국인 일본
ㆍ호주ㆍ인도와 역할 분담을 하는데, 여기서 인도는 인도양 방면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반대급부로 인도 역시 쿼드 참여국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찬동하면서 지역적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추동자(prime
mover)의 하나로 부상했다.145)
144)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145) Jaishanka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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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태 전략과는 달리 신남방정책에서 인도의 입지는 다소 취약한
편이다. 기존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한ㆍ아세안 관계에 비해 심도가 훨씬 낮고
(그림 2-1 참고), 따라서 신남방정책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인도 방면에
배분되는 정책 자원도 아세안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신남방정책하
에 한ㆍ아세안 교역 목표는 2020년까지 2,000억 달러인 반면,146) 한ㆍ인도
간 교역 목표는 2030년까지 500억 달러에 불과하다.147) 아세안의 경우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외교ㆍ안보 및 사회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평화 및 사람 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 방
산협력을 제외하면 경제 분야 외의 협력은 미진한 편이다.148) 신남방정책에 관
한 국내 논의도 대개 아세안에 집중되고 있어, 종종 ‘신남방정책=한국의 대아
세안 정책’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신남방정책의 온
도차는 한국이 인태 전략과의 협력 시 아세안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
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한국이 인태 전략과의 협력 모색을 통해
인도와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림 2-1.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교역 및 직접투자 추이 비교(2000~19년)
A. 교역
(단위: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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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020. 9. 10).
147) 「모디 총리, 한ㆍ인도 협력 단추 눌렀다…무역 규모 500억불 목표」(2019. 2. 21).
14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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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속
B. 투자
(단위: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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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한국수출입은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상기 언급된 지리적 정합성 외에도 협력 분야를 볼 때 인태 전략은 신남방정
책이 추구하는 3P, 즉 사람(사회ㆍ문화), 번영(경제), 평화(외교ㆍ안보) 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당초 군사ㆍ안보적 목적이 강했던 인태 전략이 경제협력
과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협력 전략으로 발전한 것은 인태 전략과
의 협력 모색에 있어 한국 측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물론 협력 부분의 유사성에
도 불구하고 두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이나 실제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는 분명
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인태 전략의 경우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태 지역에
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미국의 힘,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거나 중국을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다.149) 이런 점에서 인태 전략은 세 가지 분야 중에서 군
사전략을 포함한 전략적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전히 미국은 군사
력에서 중국을 크게 능가하고 있으며, 설사 미국의 힘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역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출 동맹국가들이 있고, 이들의 능력 또한 작지 않다.
신남방정책은 명시적으로는 세 부문 모두를 중점 협력 분야로 규정하고 있
149) He and Li(2020); Heiduk and Wack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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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실적으로 보다 큰 강조점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협력에 두고 있다. 아
세안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관계의 깊이가 반영된 것이
다. 신남방정책의 경우 안보, 군사,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여력이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중국 견제라는 인태 전략의 궁극적 목적에 동참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신남방정책이 방산협력을 통해 신남방국가들의 국방역량 강화에 기여함
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안보적 필요성을 일부 충족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신남
방정책의 평화공동체는 전통안보보다는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한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11.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비교
구분

인태 전략

신남방정책

지리적 대상

태평양~동인도양에 위치한 국가들

아세안, 인도

핵심 협력국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아세안

목표

중국 견제를 통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수호 한국 경제ㆍ외교의 다변화
∙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 주도의 안보 ∙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세부
목표

네트워크 강화
∙ BRI에 대항한 시장질서 및 규범 확립
∙ 민주주의 및 굿 거버넌스 촉진

안보
중점
협력

경제

분야
사회

동맹ㆍ파트너국과의 국방ㆍ안보 협력 강화

∙ 양자 교역 및 투자 확대
∙ 인적ㆍ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확보 및 인
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

시장질서 확립 및 민간투자 환경 조성

무역투자 증진, 인프라 개발, 신산업 및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협력,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인태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확산 및 반부패ㆍ 쌍방향 인적ㆍ문화 교류 확대, 신남방지
투명성 제고

역의 거버넌스 및 삶의 질 개선

자료: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0. 9.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듯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은 안보 분야에서 상이한 접근을 띠고 있지만,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다. 인태 전략이
표방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가치는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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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아세안과 인도에서의 한ㆍ미 협력 추진은 한국이 가진 자
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이니셔티브들은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한계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신남방정책은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조달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정부도 신남방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 구상과의 연계를 모색 중이며, 인태 전략에 대해서도
당초의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2019년 6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남방정책과 인
태 전략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그해 11월 미국과 함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설명서(US-ROK Joint Factsheet
on their Regional Cooperation Effort)’를 발표하였다.150) 이 합의문서에
서 양국은 ‘개방, 포용, 투명성, 국제규범의 존중과 아세안 중심성 원칙’을 바탕
으로 인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주요 협
력 분야로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번영), 굿 거버
넌스 촉진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사람), 인태 지역의 수자원 관리, 인도주의
적 개발 원조, 기후변화, 보건,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평화와 안보(평화)를
언급하였다.151) 인태 전략의 3대 중점 협력 분야와 신남방정책의 3P 분야를
적절히 매칭시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협력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ㆍ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
화할 중점 협력국이나 협력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일례로 설명서(factsheet)에서 자주 언급된 태평양 도서국은 신
남방정책의 주요 협력대상국이 아니며, 기존에 한ㆍ미가 인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별 혹은 양자 협력을 통해 시행해오던 정책과 사업들을 3P로 재분류해 나열

150)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11. 2), 「한ㆍ미 차관보 협의 결과」(검색일: 2020. 6. 30).
151) 주한미국대사관 미디어노트(2019. 11. 2), 「한ㆍ미 양국 지역 내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비공
식 번역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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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설명서는 한국이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은 남중국해 문
제와 한ㆍ미ㆍ일 3각 협력 등 민감한 이슈는 배제하면서, 역내 번영과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것
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국간 협력의 큰 틀을 신남방정책의 3P 원칙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한국이 인태 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양국이 대등한 협력을
모색한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볼 수 있다.152)

표 2-12. 인태 지역에 대한 한ㆍ미협력합의서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 LNG 인프라 확대
∙ Asia EDGE 구상에 부합하는 잠재적 공동 사업 모색
∙ 인프라 금융 협력

번영

인프라

∙ 민간투자 유도(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 간의 협업
증진)
∙ 역내 스마트시티 구축

디지털
경제

∙ 5G 시대를 대비한 역량 강화
∙ 사이버 역량 강화(사이버 영역 관련 제도 구축 및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등)

∙ 여성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보건ㆍ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강화
사람

∙ 민주적이고 대응적인 정부 강화(민원 처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천연자원 관리 강화
∙ 여성의 경제적 성장 기회 제공
∙ 수자원 관리(메콩 지역의 홍수와 가뭄 완화)
∙ 역내 복원력/역량 강화 및 비상 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 태평양 도서국 지원(해양문제 해결 역량 강화, 어업ㆍ무역ㆍ관광 관리, 항구시설 개발. 자연

평화

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헬스케어 역량 강화 지원 등)
∙ 역내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
∙ 항공안보 역량 강화(베트남, 필리핀)
∙ 글로벌 보건 위협 예방, 발견, 대응 능력 강화

자료: 주한미국대사관 미디어노트(2019. 11. 2), 「한ㆍ미 양국 지역 내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비공식 번역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2) 백우열 외(2019),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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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ㆍ미가 두 정책 간 협력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인태 전략이 지역질
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감안할 때, 신남방지역에서 한ㆍ미 협력 추진 시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신남방국가들 대부분이 인태 전
략에 대해 기대보다는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협력 대상국인 신남방국가들이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
는지를 검토해 이들 국가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인
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신남방국가들의 협력수요
를 검토해 한ㆍ미가 어떠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남방국가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은 정책의 효과성
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의 협력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의구심을 완화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하 장들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신남방국가들의 협력수요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과 인태 전략 간 상호협력이 유망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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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인태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
는 미중 간의 안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균형(strategic equilibrium)’
을 유지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 촉진에 기여하였다.153)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동맹 시스템(hub-and-spoke)이 제공하는 안전한 해상
교통로를 활용해 교역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역내 안보 환경은 외
국인 투자 유치를 이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154)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세
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인접성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체를 통해 중국을 역내 질서에 사회화(socializing)시키
는 데 기여하였다.155)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여(engagement)
를 추구하는 환경 속에서 미중 간의 섬세한 균형을 도모했으며, 지난 20년간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전략적 공간과 유연성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156)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버리고 공격적인 견제 정책
으로 선회하면서, 그간 성공적으로 평가되어왔던 동남아 국가들의 헤징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157) 동남아 국가들은 양 강대
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므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
명확한 인태 전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 또한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지만, 인태 전략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
고 있다.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인태 전략에 대한
이들 국가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협력은 한국과 미국의 니즈만을 고려한
일방향적 협력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신남방지역과의 상호호혜적 협력을
153)
154)
155)
156)
157)

Liow(2020), p. 217.
Chong(2017), p. 31.
Goh(2007/2008); Ba(2006).
Liu and Liu(2019), p. 983.
Liow(2020); Ta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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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기조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검토해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방향 도출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가. 대미협력 환경평가
1) 외교안보적 측면
트럼프 정부 들어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동남아 국가들 사
이에서는 역내 균형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
졌다. 미국의 TPP 탈퇴는 트럼프 정부가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연이어 불참하
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158) 2020년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Yusof Ishak Institute(이하 ISEAS)가 아세안 10개국 오피니언 리더 1,308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에 대한 미국
의 관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77%를 차지했으며,159)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
및 역내 안보 제공자로 신뢰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47%)이 긍정적 답
변(34.9%)보다 높았다.160)

158)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019년 미ㆍ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불참하였다.
159) Tang et al.(2020), p. 39.
160) Tang et al.(202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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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의 역내 관여 평가

그림 3-2. 전략적 파트너/안보 제공자로서
미국의 신뢰도

(단위: %)

(단위: %)
전적으로 신뢰
4.6

상당히 증가
1.5

신뢰 없음
13.8

증가
8.4

변화 없음
13.1

상당히 하락
36.4

어느 정도 있음
30.3
별로 없음
33.2

하락
40.6

노코멘트
18.1

자료: Tang et al.(2020), pp. 39~40을 토대로 재구성.

정치ㆍ전략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국가에 대한 질문에는 52.2%가 중국
을, 26.7%가 미국을 선택하였는데, 2019년 조사와 비교할 때 미국의 정치ㆍ전
략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161) 이는 동남아에서
‘미국은 정치안보’, ‘중국은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이 높다는 전통적 관념을 재
고하게 한다.

그림 3-3. 정치ㆍ전략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구
(단위: %)

2019년

2020년

기타
3.5

기타
3
아세안
18.1

아세안
20.8
중국
45.2

미국 30.5

자료: Tang et al.(2020), p. 18을 토대로 재구성.
161) Tang et al.(202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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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6.7

중국
52.2

표 3-1. 정치ㆍ전략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구에 대한 국별 응답
(단위: %)

국가

아세안

중국

미국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8

18.1

45.2

52.2

30.5

26.7

브루나이

33.3

32.0

53.4

49.5

11.1

15.4

캄보디아

20.8

11.5

50.0

57.7

29.2

26.9

인도네시아

26.1

23.0

40.9

40.6

33.0

32.4

라오스

27.6

17.4

41.4

65.2

20.7

0.0

말레이시아

23.6

17.8

43.7

54.6

29.9

25.8

미얀마

20.6

15.2

47.7

63.5

22.3

16.8

필리핀

20.9

22.6

40.9

35.8

36.4

38.0

싱가포르

17.0

14.4

41.1

51.8

41.1

32.9

태국

15.9

15.7

46.0

53.1

33.6

29.2

베트남

14.9

13.8

52.1

56.6

30.6

28.3

아세안

자료: Tang et al.(2020), p. 18을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 감소가 중국에 대한 신뢰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중국이 글로벌 평화, 안보, 번영 및 거버넌스 기여에 올바른 역할(do the right
thing)을 할 것으로 확신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0.4%가
전혀 확신하지 않거나(18.7%), 확신이 별로 없다(41.7%)고 답하였다.162)
2019년 실시된 같은 설문조사에서 51.5%가 부정적 응답을 보인 것과 비교하
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163)

162) Tang et al.(2020), p. 43.
163) Tang et al.(201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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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국이 글로벌 평화, 안보, 번영, 거버넌스에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어느정도
있음
17.9

노코멘트
28.9

2019년

2020년

매우 확신
1.7

매우 확신
1.8
확신 없음
16

별로 없음
35.5

어느 정도
있음
14.3

확신 없음
18.7

노코멘트
23.5
별로 없음
41.7

자료: Tang et al.(2020), p. 43을 토대로 재구성.

2020년 설문조사에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3.5%
가 중국의 경제ㆍ군사력이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꼽았
으며, 19.1%의 응답자들이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164) 2019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47%의 응답자가 중국
이 BRI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권(orbit)에 놓이게 할 것으로 평
가하였다(그림 3-5 참고).165) 2019년 4월 BRI 국제협력 포럼에서 시진핑 주
석이 BRI 협력 방식에 대한 중대개혁개방조치 단행을 선언했던 것과 관련
해,166) BRI 협력 방식에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2020년 설문조사 질
문에 63.6%의 응답자가 BRI 개혁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거나(21.5%), 확신이
낮다고(42.1%) 평가하였다(그림 3-6 참고).167)

164) Tang et al.(2020), p. 44.
165) Tang et al.(2019), p. 19.
166) “Working Together to Deliver a Brighter Future For Belt and Road Cooperation”(2019.
4. 26), Keynote Speech by H. 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9).
167) Tang et al.(2020),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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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국별 응답
(단위: %)

국가

중국은 글로벌

우리나라의

중국이 국내

리더십을

정치적 문화와

문제로 인해

행사할 역량

세계관이

글로벌 이슈에

혹은 정치적

중국과

집중할 수

의지가 없음

양립하지 않음

없을까 우려됨

아세안

중국의
경제/군사력이

중국을 신뢰할

우리나라의

수 있는

이해와 주권을

강대국으로

침해하는 데

고려하지 않음

활용될 수 있음

9.5

9.5

8.4

53.5

19.1

브루나이

7.0

11.6

18.6

55.8

7.0

캄보디아

14.3

0.0

0.0

71.4

14.3

인도네시아

14.4

15.4

19.2

30.8

20.2

라오스

28.7

0.0

14.3

57.0

0.0

말레이시아

4.8

14.5

9.6

62.7

8.4

미얀마

12.9

7.3

6.4

59.7

13.7

필리핀

4.6

11.1

2.8

73.2

8.3

싱가포르

8.4

12.2

6.1

42.8

39.5

태국

13.3

5.0

13.4

43.3

25.0

베트남

7.7

1.7

2.6

56.4

31.6

자료: Tang et al.(2020), p. 44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3-5. BRI에 대한 인식

그림 3-6. BRI 방식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

로컬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할 것

(단위: %)
전적으로
신뢰
2.5

15.7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권에 놓이게
할것

확신 없음
21.5

47

아직 정보가 없어 영향을 판단하기 이름

어느 정도 있음
33.9

30.7

역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펀딩을
제공할 것

35

역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고 중·아세안
관계를 강화할 것

별로 없음
42.1

30.1
0

10

20

30

40

자료: Tang et al.(2019), p. 19를 토대로 재구성.

50

자료: Tang et al.(2020), p. 36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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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역내 관여 축소가 전략적 공백
(strategic vacuum)을 야기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
다.168)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할 세력은 미국이 유일하다고 여기나, 각
국의 외교 기조, 정치 상황, 중국 위협 인식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대미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준동맹국 수준에 버금가는 전통적
우방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남중국
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고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이다. 태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인권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
원해지면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중 어느 한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외교를 고수하며 양측으로부터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친중 성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역내 안정
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며 선택적 협력을 추진 중이다. 미얀마는 개혁ㆍ
개방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으나, 2017
년 로힝자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빙기에 접어들었던 양국 관계는 다시 경
색되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전통적인 친중 국가로서, 미국과의 안보협력
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가)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국가: 싱가포르ㆍ베트남
싱가포르는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준동맹국(quasi-ally)’이라 불릴 만큼
동남아에서 미국의 안보적 역할을 가장 지지하고 협조해온 국가이다.169)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에게 안정된 안보환경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었으며,
싱가포르는 역내 평화ㆍ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여가 필수라고 생각해왔다.
싱가포르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 해군의 정비 및 재공급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
로 미국의 역내 주둔과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170) 특히 양국은
168) Do and Le(2019).
169) Capie(2020), p. 250.
170) IIS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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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미군의 싱가포르 해ㆍ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는
데, 이는 1992년 미군의 필리핀 철수 이후 동남아에서 미국의 안보적 역할을
지속하게 한 주요 조치로 평가된다.171)
싱가포르와 미국의 국방협력은 오바마 정부 들어와 더욱 강화되었는데,
2011년 싱가포르는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형 연함전투함을
2018년까지 최대 4척까지 배치하는 데 합의하였다. 2012년 싱가포르와 미국
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안보협력 강화를 시사했다.172)
2015년에는 방위협력강화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군사협력, 정책대화, 전략ㆍ기술 협력, 해적 및 테러
리즘, HA/DR,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싱가포르는 EDCA 체결
직후 남중국해 정찰 작전을 수행하는 최신 초계기 P-8 포세이돈의 싱가포르
주둔을 허용해 주변국의 이목을 끌었다.173) 싱가포르는 코브라 골드(Cobra
Gold), 캐랏(CARAT), 말라바르(Malabar) 훈련 등 미국 주도의 해상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및 미 동맹국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오고 있다.
2019년 양국은 미국의 싱가포르 기지에 대한 사용 기한을 15년 추가 연장하
는 데 합의하는 등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공고한 안보협력 관계를 지속ㆍ강
화해오고 있다.174) 2020년 1월 미 의회는 싱가포르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
매를 승인하였는데, 이로써 싱가포르는 미 동맹국인 호주ㆍ일본ㆍ한국에 이어
F-35를 도입한 몇 안 되는 아시아ㆍ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이는 미국이 싱가포
르의 국방협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175) 또한 싱가포
171) Parameswaran(2019. 9. 28), “What’s in the Renewed US-Singapore Military Facilities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3).
172) Marston and Liow(2018).
173) Koh(2015. 12. 11), “Viewing the U.S. Navy’s P-8 Deployment to Singapore in Perspec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2).
174) Parameswaran(2019. 9. 28), “What’s in the Renewed US-Singapore Military Facilities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3).
175) Ho(2020. 4. 2), “Analyzing Singapore’s F-35B Acquis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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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
하는 미 군함들이 창이(Changi) 해군기지를 비롯해 싱가포르 군사시설을 활용
하고 있다.176) 이러한 배경에서 팀 헉슬리(Tim Huxley) 영국 국제전략문제연
구소(IISS) 아시아 지부장은 미국에 있어 싱가포르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역
내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을 넘어선다고 평가했다.177)
싱가포르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은 아니지만, 교역에 의존하는 도시국가로
서 말라카 해협의 자유로운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
확보와 ‘힘이 곧 정의(might makes right)’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제법
에 의거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다. 싱가포르는 2016년 상
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 직후 해당 판결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낸
국가 중 하나이다.178) 싱가포르와 중국은 오랫동안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
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강화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6년 11월 말 중국은 대만에
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홍콩을 거쳐 본국으로 복귀하던 싱가포르 장갑차를 압수
하였는데, 그간 대만과의 군사교류를 문제 삼지 않던 중국이 예상치 못한 제재
를 가한 배경에는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싱가포르의 시각이 중국의 입장에 반
(反)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179) 중국은 다음 해 열린 BRI 정상
회의에 싱가포르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싱가포르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을 암시한다. 2017년 9월 리셴룽(李顯龍) 총리가 중국
을 국빈 방문하며 양국 관계가 회복되긴 하였으나,180) 중국과의 관계 악화 경
176) 싱가포르 S.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ollin Koh Swee Lean 연구위원 서면 인터뷰(2020. 9. 9).
177) Graham and Huxley(2015. 12. 10), “The US-Singapore enhanced defence agreement: A
third upgrade for bilateral collabo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178) Singapo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6. 7. 12), “MFA Spokesman’s Comments on the
ruling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Philippines v China case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179) “Beijing warns lion city about ‘remarks’ over army vehicles held in Hong Kong”(2017. 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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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싱가포르가 중국과의 신뢰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리셴룽 총리는 2019년 5월 샹그릴라대화 기조 연설에서 미국이 부상하는 중
국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해 싱가포르가 중국 쪽에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를 자아내기도 했다.181) 또한 싱가포르는 미국과 미군의 자국 기지 사용을 연장
하는 국방협정을 체결한 뒤 몇 주 후 중국과 기존의 ‘국방 교류ㆍ안보협력 협정
(ADESC)’을 업그레이드하는 국방협정을 체결하였다.182) 이는 싱가포르가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도 균형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
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미국의 역내 개입을 지원하면서도 중국 측에 ‘대중국 봉쇄
전략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한편, BRI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
를 밝히고 있다. 이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싱가포르의 외교 기조를 잘 나타내주는 예이다.183)
베트남의 대미 정책은 대중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중국에 대한 위협 인
식이 커질수록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184)
2009년 이래 중국이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ㆍ준군사적 행동을
강화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이는
베트남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베트남과 미국은
2011년 ‘양자 국방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해양안보, 탐색구조, UN 평
화유지군 작전, HA/DR, 국방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185)
미국은 2013년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베트남의 해양역량 강화 지
180) 중국이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리셴룽 총리를 초청해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이 싱가포르임을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가 아세안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관측이다(“China leaning on Singapore to keep ASEAN calm over South China Sea:
sources”(2017. 8.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
181) Koh(2019), p. 26.
182) 강화된 국방협정은 양국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를 포함해 함정 기항지의 교차 방문, 양자 군사훈련, 상
호 군사교육 교환 등의 공식화 등을 포함한다(Parameswaran(2019. 10. 23), “Why the New
China-Singapore Defense Agreement Matters”(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183) Koh(2019), p. 29.
184) Le(2013).
185) Shoji(2018), p. 8. 동 MOU에서 양국은 해양 안보, 탐색 구조, UN 평화유지군 작전, 인도주의/재난
지원(HA/DR), 국방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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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약속했다.186)
특히 2014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남중국해 파라셸 군도 인근
베트남 EEZ에 원유시추장비를 설치해 양국이 대치했던 사건은 베트남이 미국
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더욱 공을 들이는 계기가 되었다.187) 오바마 정부가
2016년 5월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적용했던 살상무기 금수조치를 전
면 해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기 금수조치 해제로 베트남은 자국의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상
징적인 예로는 미 군함의 다낭 해군기지 입항을 꼽을 수 있는데, 2016년 미 군
함 두 척이 새로 구축된 깜란만(Cam Ranh Bay) 해군기지를 방문했으며
2018년에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Carl Vinson)
가 다낭에 기항해 이목을 끌었다. 2020년 3월에는 미ㆍ베트남 국교정상화 25
주년을 맞이해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Theodore Roosevelt)가 다
낭에 입항해 베트남 측과 HA/DR 노하우를 공유하였다.188) 베트남은 미국으
로부터 공여받은 해밀턴급 해양경비함 1척과 6척의 순시선을 해양안보 작전에
활용하고 있으며,189) 미국은 베트남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해밀턴급 해양경
비함 1척을 추가 인도할 계획을 밝혔다.190) 또한 미국은 국제군사교육훈련프
로그램(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을 통해 베트남 장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의 인권 문제191)와 대미 흑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하에서
도 양국간의 안보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186) “Fact Sheet: U.S.-Vietnam Comprehensive Partnership”(2013. 12.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187) Shoji(2018), pp. 11-12.
188) “USS Theodore Roosevelt’s fateful Vietnam port call had blessing of Pacific’s highest
commanders”(2020. 4.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30).
189) Xuan(2019), p. 6.
190) “U.S. to provide ship to Vietnam to boost South China Sea patrols”(2019. 11.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191) 미 의회는 2019년 2월 「베트남 인권법안(Vietnam Human Rights Act)」을 발의하고, 베트남 정부가
정치, 종교 사범을 석방하고 종교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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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통화하고 양자 회담을 실시한 동
남아 지도자로서, 이는 미국에 있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의 ‘자유롭고 개방된’ 접근과 항행의 자유의 중요
성을 재확인했으며,192) 현재 미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
로 격상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193)
2019년 발간된 베트남 국방백서는 기존의 3불(不) 외교정책 —어떠한 군사
동맹도 체결하지 않고, 베트남 내 외국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
에 서서 다른 편을 적대하지 않음—은 유지하되, “상황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서 다른 국가와 필요시 적절한 국방ㆍ군사 관계 발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적시하
고 있다.194)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 고조 시,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의 안보 네트워크하에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195) 그러나
이는 베트남이 미국과 동맹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외교 관계보다 높은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유대도 깊은 편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중국에 전
면적으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공산당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중국의 공격적 행보
를 신중히 ‘관리’해나갈 가능성이 크다.196)

나)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친중 노선을 펼치는 국가: 태국ㆍ필리핀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이지만, 태국의

192) Ths White House(2017. 11. 12),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4).
193) Parameswaran(2019. 9. 12), “What Would a US-Vietnam Strategic Partnership Really
M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1).
194) Grossman and Sharman(2019. 12. 31), “How to read Vietnam’s Latest Defense White
Paper: A Message to Great Pow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195) 김석수(2016); Grossman and Sharman(2019. 12. 31), “How to read Vietnam’s Latest Defense
White Paper: A Message to Great Pow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196) Liow(2020),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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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쿠데타는 미ㆍ태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특히 2014년 쿠데타 이
후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양이 지연되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기에 들어서게 되
었다. 미국은 태국의 계엄령 중단과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하며 코브라 훈련
을 대폭 축소하고,197) 350만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와 태국 장교들에 대한 국
제군사교육훈련프로그램(IMET) 지원을 중단하였다.198) 미국의 민정 이양 요
구는 태국 엘리트들에게 내정 간섭으로 비춰졌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불신으
로 이어졌다.199)
태국은 미국 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택하였다.
태국은 1980년대 베트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맺은 이래 중국과
안보협력을 지속해오긴 했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로는 중국과 국방ㆍ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미국과 주변국의 우려를 샀다.200) 태국 육해군은 쿠데타
이전에도 중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긴 했지만, 2015년 11월 처음으로 연
합공군훈련인 팔콘 스트라이크(Falcon Strike) 작전을 실시하며 동남아에서
중국과 육해공군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201) 쿠데타 이후
태국은 중국산 무기 수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로는 처음으
로 중국산 디젤 잠수함 수입을 결정한 데 이어, 중국산 탱크(VT-4), 상륙강습
함(Type 071E), 지대함 순항미사일(CX-1)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중국은 오
랫동안 미군의 기항지 역할을 맡아온 사타힙(Sattahip) 해군기지에 잠수함 정
박 시설을 짓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군과 기술자들이 사타힙 기지 접근을 통해
미국 군함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202)
197) ‘코브라 골드’는 미국과 태국뿐만이 아니라 역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최대의 다국적 군
사훈련으로서 태국 군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상징적 역할을 해왔던바 코브라 골드의 훈련 축소
는 국내 여론의 주목을 받는 민감한 이슈였다(Busbarat 2017, p. 268).
198) Storey(2019), p. 2.
199) Busbarat(2017), p. 269.
200) Abuza(2020. 1. 2), “America should be realistic about its alliance with Thaila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3).
201) 중국과 태국의 군사공동훈련(2005~19년)의 상세 내용은 Storey(2019), pp. 7-8 참고.
202) Abuza(2020. 1. 2), “America should be realistic about its alliance with Thaila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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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태국의 내정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미국 관료들이 태국
군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양국은 정상 및 고위급 대화 재개를 통해 동맹
관계를 회복해왔다.203) 2017년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 방
미 시 양국 정상은 동맹 관계 회복과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으며,204) 2018
년에는 2014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코브라 골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205)
미국은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도 해제하였다. 2019년 태국은 무상으로 공
여받는 30대 장갑차를 포함해 총 140대의 장갑차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
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6) 1억 3,700만 달러 규모의 공격형 헬기(AH-61)
8대를 구매할 것이라 밝혔다.207) 미국은 2019년 10월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부 장관의 방콕 방문 시 태국과 ‘미ㆍ태 동맹을 위한 2020 공동 성
명’을 내는 등 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208)
필리핀은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취임 전후로 매우 상반된 대
미, 대중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필리핀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의
거하여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 되었으며, 그간 어느 정도의 부침을 겪긴 했지만
두테르테 취임 전까지는 미국의 우방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1991년 필리핀 상
원이 수빅(Subic)만 미 해군기지 연장을 부결하면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으나,209) 미국과 필리핀은 1999년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을 맺으며 동맹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후 양국은 대규모 연례 합
동훈련인 발리카탄(Balikatan) 훈련을 실시해왔으며, 9ㆍ11 이후 미국은 테러
203) Liow(2020), p. 233.
20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iland(2017. 10. 3),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205) 박재적(2018), p. 233.
206) “Thailand-US defense ties heal as China makes gains in Cambodia”(2019.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
207) “Thai army to acquire eight U.S. light attack helicopters”(2019. 9.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
208) U.S. Embassy & Consulate in Thailand(2019).
209) 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은 1992년 중국의 미스치프(Mischief) 환초 점령과 민다나오(Mindanao)
섬의 분쟁 심화를 야기하였다(Winger(2020. 2. 26). “For want of a visa? Values and institutions
in the U.S.-Philippines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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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전쟁 명목으로 민다나오 섬에 대한 군사지원을 확대해왔다.210)
2014년 양국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협력강
화협정(EDCA)을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미군은 필리핀 5개 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211) 필리핀이 미군에게 자국 군사시설 이용을 허용한 것은 남중국
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실제로 필리핀은
아키노(Aquino III) 대통령 재임 시절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 중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국가였다. 필리핀은 실효 지배하던 스
카버러(Scarborough) 암초를 2012년 중국이 점거하자 2013년 상설중재재
판소(PCA)에 중국의 9단선 주장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
PCA는 9단선에 근거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이 자국의 외교 기조와 대중 정책
을 전면 수정하면서 미ㆍ필 관계는 냉각기를 맞게 되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필리핀이 동맹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하며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했으며,212)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 따른
인권 침해를 문제 삼자 EDCA 폐기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213) EDCA
파기 경고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EDCA가 보장한 미군의 필리핀 기지 사용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두테
르테 대통령은 2016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PCA가 필리핀에게 유리한 판
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PCA 판결 이야기를 잠
시 접어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214) 취임 직후 아세안 역외 국가 중에서 첫
210) Winger(2020. 2. 26), “For want of a visa? Values and institutions in the U.S.-Philippines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
211) Parameswaran(2016. 3. 19), “A Big Deal? US, Philippines Agree First ‘Bases’ Under New
Defense P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
212) 아키노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중국과의 군사분쟁 시 미ㆍ필 상호방위조약의 발동을 요구하
였지만,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전면 대립보다는 외교를 통해 중국이 아세안이 이끄는 다자협상을
수용하기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Simon 2015, p. 584).
213)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Threatens to End Defense Pact with the
U.S.”(2016. 10.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3).
214) “Duterte wants to set aside arbitral ruling – for now”(2016. 8.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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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였다.215)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EEZ에서의 미ㆍ필 공동 합동 순찰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216) 필리핀
EEZ에서 중국과 천연자원을 공동 탐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경제적 이득을 위
해 필리핀의 주권을 타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217) 두테르테 정부는
2019년 6월 자국 어선이 중국 선박에 의해 침몰했을 때에도 공세적 대응을
하지 않고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한 ‘양자 협의 메커니즘(BCM: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을 설립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18)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에도 불구하고 친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지만, 미국이 동맹국으
로서 남중국해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
했다. 오바마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도 위기 상황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필리핀의
불만을 샀었다.219) 미국의 개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리핀으로서는 중국과
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위협을 분산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며,
이는 두테르테의 친중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였다.220)
트럼프 정부 들어와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2017년 미국
이 민다나오 섬 마라위(Marawi)를 점령한 IS 반군 진압 작전을 지원하면서 양

2020. 7. 3).
215) 2016년 10월 필ㆍ중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은 PCA 제소로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90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 받았다.
216) “Philippines Leader to End Joint Military Exercises, Naval Patrols With U.S.”(2016. 9.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4).
217) Heydarian(2018. 4. 27), “The Perils of a Philippine-China Joint Development Agreement
in South China S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31). 무엇보다 필리핀 EEZ 내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공동 탐사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필리핀 헌법에 위배되며, 이는 아로
요(Arroyo) 대통령이 2005년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에서 중국, 베트남과 공동탐사사업
에 서명해 반역죄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Liow 2020, p. 235).
218) Liow(2020), p. 234.
219) Heydarian(2017), pp. 578-579.
220) Cook(201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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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계는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20년 1월 미 상원이
필리핀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에 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입장은 취임 초 때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221) 특히 두테르테 대
통령은 미국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날도 로사
(Ronaldo dela Rosa) 상원의원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자 군사동맹 유지를 위
한 핵심 조약인 VFA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VFA가 파기될 경우 1952년
체결한 미ㆍ필 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이 사실상 무효화되기 때문에, VFA 종료
선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취임 초기 EDCA
폐기 경고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는 2020년 6월 초 VFA 파기 결정을 보
류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이 VFA 파기 결정을 번복한 것은 두테르테 대통령
특유의 변덕도 한몫했겠지만,222)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없
는 상황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
된 결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23)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한 반미적 수사와는 달리 두테르테 정부는 미
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해왔다. 필리핀은 2018년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실
시하는 양자 훈련인 캐랏(CARAT)에는 불참했으나, 그해 6~7월 새로운 해양
교육훈련인 사마-사마(Sama-Sama) 훈련을 실시하였다.224) 2018년에는
EDCA에 의거하여 세사르 바사(Cesar Basar) 공군기지에 HA/DR 융합센터
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으며, 양자 연례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도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와 USS 와스프(Wasp) 강습상륙함이 도입되는 등
훈련의 질이 향상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중
221) 이재현(2020. 3. 2), 「필리핀-미국 방문군협정(VFA) 폐기: 양자 군사동맹에 대한 함의와 미래」,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6. 15).
222) Houng Le Thu 호주전략정책연구소 분석가의 언론 인터뷰 내용 참고(“Philippines’ Rodrigo
Duterte has backflipped on his divorce plans with the US military — why?”(2020. 7.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5)).
223) Heydarian(2020. 6. 8), “Duterte’s U-turn on defense pact with US shows China thre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224) 박재적(2018), p. 227 재인용.

9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국해 해상에서 필리핀이 공격을 받을 때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약속
한 것이다.225)
한편 중국과 국방ㆍ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ㆍ필 군사협력은 필리핀 군부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226) 대통령의 친중 성향과 달리 필리핀 군부는 미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중국의 영유권 침해를 중대한 국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227) 또한 동남아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ISEAS 설문조사에서도 필
리핀 응답자들의 82.5%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미국을 선택하였듯이 필리핀 내
에서도 반중 정서가 높은 편이다(부록 표 3-1 참고).228) 2020년 7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중국이 필리핀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타협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하
였다.229) 그러나 필리핀 군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고려할 때 두테
르테 대통령이 실제로 영유권을 양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230)

다) 독자적 균형 노선을 유지하는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
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측으로부터 실리를 모색하는 균형 외교를 펼쳐왔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대통령 재임 시절 반공 정책을 펼친 대가로 미국의 군
사ㆍ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91년 인도네시아 군
대의 동티모르 민간인 학살 이후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군사협력을 중단하
였으나,231) 부시 정부는 2005년 ‘테러와의 전쟁’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225) Liow(2020), pp. 235-236.
226) Hiebert(2020), p. 510.
227)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Malcolm Cook 객원 선임연구위원 서면 인
터뷰(2020. 10. 7).
228) Tang et al.(2020), p. 29.
229) 「“남중국해 줄게, 백신 다오” 中에 굴복한 필리핀」(2019. 7.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
230) 싱가포르 S.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ollin Koh Swee Lean 연구위원 서면 인터뷰(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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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일부 철회하고, 국제군사교육훈련프로그램(IMET)과 무기 수출을 재개
하였다.232)
오바마 정부 들어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방협력은 보다 강화되었는데,
2009년 양국은 가루다 쉴드(Garuda Shield) 연례 양자 훈련을 처음 실시하였
으며, 인도네시아는 미국 주도의 코브라 골드와 캐랏(CARAT) 훈련에도 정기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양국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2018년 미국으로부터 아파치 공격 헬기를 비롯해 F-16
전투기 24대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는 최대 규모였다.233)
아울러 미국은 2019년 동티모르 학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여 년간 협력을
중단했던 인도네시아 특수부대(Kopassus)와의 합동훈련 재개를 선언하였
다.234) Kopassus는 수하르토 시절 내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와 동티모르
민간인 학살의 배후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만큼, Kopassus에 대한 제재 철
회는 미국이 인권 문제보다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
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매년 200회
이상의 군사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스캔 이글(Scan Eagle)’ 정찰용 드론 8대
를 공급하는 등 나투나(Natuna) 섬에 대한 정찰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235)
미국은 동남아의 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에 힘을
얻고자 하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bebas dan aktif)’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안보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미국 주도의 쿼드 협력이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켜 아세안이 강대국에 밀려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놓칠 것을 우려해,236) 아세안 주도의 포용적 협력을 강조한 인도ㆍ태평양 지역
231)
232)
233)
234)

Murphy(2010).
Capie(2020), p. 252.
Capie(2020), p. 253.
“US to stage joint exercises with Indonesian special forces in bid to improve military ties”
(2019. 5.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9).
235) “Indonesia accepts reconnaissance drone, helicopter grant from US”(2020. 2.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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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구상 발전을 이끌어왔다.237) 특히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리 기반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적인 협력을 추진할 가
능성이 높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가장 멀리하는 동남아 국가이면서도,238) 자국
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BRI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태국ㆍ필리핀과 달리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투자 유치
때문에 친중 모드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 중국
이 자국 공산당 세력을 지원했던 기억으로 반중 정서가 매우 높은 편이며, 중국
이 인도네시아의 EEZ인 나투나(Natuna) 제도를 중국 9단선에 포함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
유권 주장국은 아니지만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 수호를 위해 2017년 나투나 제
도의 북쪽 200해리 EEZ를 북나투해로 명명하고 나투나 브사르(Natuna
Besar) 섬에 새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239)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
는 중국이 자국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이 크
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의 주요 역할자로 참여하는 것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영해에서 강대국이 힘을 투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240) 무엇보다 자국의 비동맹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항해 미국 편에 선다는 시그널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241)
236) Harding and Natalegawa(2018. 7. 9), “Enhancing the U.S.-Indonesia Strategic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237) 2018년 8월 마르수디 외교장관은 중국을 배제한 지역 구상이 아닌 모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

238)
239)
240)
241)

원국이 참여 가능한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대한 콘셉트 제안서를 아세안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이
제안서는 2019년 6월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성명의 기초가 되었다.
Shambaugh(2018), pp. 100-101.
“Indonesia opens military base on edge of South China Sea to ‘deter security threats’”
(2018. 1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0).
Koh(2017. 5. 6), “Trump and Southeast Asia: Sustaining the maritime pivo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6).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Evan A. Laksmana
선임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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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립 노선을 표방하며 미국과 소극적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비동맹ㆍ중립 외교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이 동남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왔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거리를 두었던 4대 총
리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총리 시절에도 공동 합동훈련과 수리 목적
으로 미군 함정이 말레이시아 해군기지를 기항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미국은
해외군사물자판매(FMS) 지원과 국제군사교육훈련프로그램(IMET)을 통해 말
레이시아 군 현대화를 지원하였다.242) 미국이 오바마 정부 들어와 동남아 국가
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가 보다 심화되었는데, 2014년 오
바마 대통령은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
문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시켰다.243)
친중 성향이라고 평가되는 나집(Najib Razak) 전 총리 또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헤징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동남아해양안보이니셔티브(MSI)에 가장 적극
적으로 참여한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이 민감할 수 있는 미국 P-8 포세이돈 정
찰기의 호스팅을 비밀리에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244) 말레이시아는 미국
이 매년 동남아 국가들과 실시하는 양자 군사훈련인 캐랏(CARAT) 훈련, 코브
라 골드, 시켓(SEACAT)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245) 미국은 MSI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12대의 스캔 이글 정찰용 드론을 제공하기로 하였다.246)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미국의 안보협력이 현 수준 이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말레이시아가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을 자극
할 만한 수준의 협력에 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나집 정부 시
절 급속히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이 말레이시아 국부 펀드
242) 이경찬(2008), pp. 166~173.
243) “U.S., Malaysia Pledge Cooperation on Security, Trade”(2014. 4.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
244) Parameswaran(2018), p. 61-62.
245)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38.
246) “US gives 12 maritime surveillance drones to Royal Malaysian Navy”(2019. 6. 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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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DB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
대되었다. 2018년 마하티르 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중국의 BRI 프로젝트를
재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는 중국과의 거리 두기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또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전임
정부에서 협상한 프로젝트를 재검토한 측면도 있어 BRI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247)
마하티르 전 총리는 2019년 6월 BRI 정상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BRI가 아
세안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라며 BRI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248) 실제
로 마하티르 정부는 중단되었던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을 규모만 축소해
재개하였으며, 1MDB 주도의 부동산ㆍ교통 개발사업인 반다르 말레이시아 프
로젝트도 재개하였다.249)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이해하지
만, 이는 미국의 문제이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250) 한
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인 말레이시아로서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견제할
미국의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의 지나친 군사활동이 중국을 자극해 역
내 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251)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국방
ㆍ해양 역량을 강화하는 국방ㆍ안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의 협력을 지속
할 가능성이 높다.

마)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미미한 국가: 브루나이ㆍ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
브루나이는 동남아 해양국가들 중에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미미한 국가
247) Liow(2020), p. 237; 말라야대학교 중국연구소 Ngeow Chow Bing 소장 서면 인터뷰(2020. 8. 3).
248) Mahathir(2019. 6. 25), “Keynote address by the honourable Tun Dr. Mahathir Mohamad
Prime Minister of Malay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249) “Malaysia reviving Bandar Malaysia project”(2019. 4.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
250)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 참고(“How
Malaysia sees the US-China rivalry, Asean and other issues”(2019. 12. 5),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0. 7. 2).
251) Parameswaran(2018),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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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다른 해양국가와 마찬가지로 역내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994년에 양국이 맺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브루나이는 캐랏(CARAT),
씨켓(SEACAT) 훈련에 참여해왔으며, 2018년에는 양국 육군 간 첫 공동 훈련
인 팔라완 워리어(Pahlawan Warrior)를 실시하였다.252) 미 국방부 인태전략
보고서는 향후 미국이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할 국가로 캄보디아ㆍ라오스와 함께
브루나이를 포함시켰다.253) 브루나이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인 만큼, 자국
의 해양역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ㆍ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브루나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 중 분쟁 수역의 일부 지형을 점유하거
나 군대를 파견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며, 주변국에 비해 중국 어선의 조업권
침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다른 영유권 주장국에 비해 중국과 갈등의 골
이 깊지 않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의식해 중국의 9단선에 대해서도 비판
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254)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는 역내 균형을
중시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처럼 노골적인 친중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일례
로 중국은 2005년부터 브루나이에게 화석연료 공동 개발을 제안해왔으나, 브
루나이는 중국과의 자원 공동 개발이 미국과 베트남에게 레드라인(red line)이
될 것을 우려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255)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오랫동안 서방 세계와 거리를 둬온 만큼, 미국과
의 안보협력이 가장 미진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미얀마는 국제적 고립을 겪던
군부정권 시절 중국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2011년 민정 이양 이후 자국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혁ㆍ개방 노선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미국 또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의 개혁ㆍ
252) Parameswaran(2018. 8. 23), “What’s in the First US-Brunei Army Exercis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7).
253)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39.
254) Hiebert(2020), p. 531.
255) Hiebert(2020), p.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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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신호에 재빨리 반응하였다. 2016년 NLD 민주정권이 들어서자 오바마 정
부는 미얀마와의 관계 정상화를 공표하고, 30여 년간 유지해왔던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코브라 골드 훈련에 미얀마를
초청하고 국제군사교육훈련프로그램(IMET)을 통해 미얀마 군의 지원을 고려
하는 등 제한적인 선에서 미얀마와의 국방ㆍ안보 협력도 추진하였다.256)
그러나 2017년 8월 로힝자족 인권탄압 사태는 해빙기에 들어섰던 양국 관
계를 다시 경색시켰으며, 미 의회를 중심으로 미얀마와의 군사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257)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지속
되었는데, 2018년 미 의회는 아시아안심법안(ARIA)을 통해 국제군사교육훈
련프로그램(IMET) 및 대외군사차관사업(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에
서 미얀마를 제외하였다.258) 아울러 2019년 미 하원은 로힝자 탄압에 연루된
미얀마 고위 군 관료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한 ‘버마 인권 및 자유 법안’을 통
과시켰다.259) 미국은 인태 지역의 여러 국가와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한 인태전
략보고서에서도 미얀마를 제외하였다. 로힝자 인권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
박이 강화되면서 미얀마 정부는 BRI 프로젝트에 대한 동참 의사를 강하게 밝히
며 중국에 다시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60)
미국과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의 정치 변동에 따라 해빙과 경색을 반복해왔
다. 1991년 캄보디아 내전 종식 이후 양국 관계는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나,
1997년 유혈 쿠데타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금지시
키는 등 양국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 활동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재개하였으며, 2005년 부시 정부는 캄보디아
256) “What’s Next for US-Myanmar Military Relations?”(2016. 1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
257) “U.S. Considers Limiting Military Ties to Myanmar Over Rohingya Crisis”(2017. 9.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
258) CRS(2019. 5. 8), “U.S. relations with Burma: Key issues in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259) “S.1186 - Burma Human Rights and Freedom Act of 2019.”
260) Marston(2020. 1. 20), “Has the US Lost Myanmar to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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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 중단을 철회하였다. 이로써 캄보디아는 대외군사차관사
업(FMF)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캄보디아 군대는 미국이 지원하는
지역 대테러 프로그램(Regional Defense Counter Terrorism Fellowship)
에 참여하기도 하였다.261) 캄보디아 정세가 안정되자 미국은 2007년 10년간
유지해왔던 원조 중단 조치를 해제하였으며, 이는 양국 관계가 화해에 접어드
는 신호탄이 되었다. 캄보디아는 2007년 2월 미국 군함이 30여 년 만에 처음
으로 시아누크빌 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군함의 기항을 허락하였으
며, 2010년 인도주의적 재난 대응에 초점을 둔 양자 군사 연례 훈련(Angkor
Sentinel)을 시작하였다.262)
그러나 2017년 훈센 정부가 야당을 강제 해산하자 미국은 캄보디아 고위 공
무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캄보디아는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
하며 양국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263) 특히 2019년 캄보디아가 미국이 지원
하기로 했던 시아누크빌 인근 레암(Ream) 해군기지 보수계획을 거절하고 중
국군의 독점 사용을 밀약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
다. 현재 레암 해군기지 인근에서 중국기업인 유니언개발그룹(UDG: Union
Development Group)이 완공 후 99년 임대조건으로 다라 사코르(Dara
Sakor) 공항을 건설 중인데, 미국정부는 이 공항 부지의 대형 활주로가 중국
전투기의 이착륙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264) 최근
미국은 다라 사코르 프로젝트 개발을 둘러싼 부패와 인권 침해 문제를 들어 중
국 UDG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265) 미국은 2017년 캄보디아가
미국과의 양자 군사훈련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의 안보협력을
261) Thayer(2010), pp. 451-452.
262) CRS(2019), “Cambodi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263) “The U.S. Is Expanding Cambodia Visa Bans Over Last Month’s ‘Flawed’ Election”(2018.
8.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3).
264) “A Jungle Airstrip Stirs Suspicions About China’s Plans for Cambodia”(2019. 12. 22),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7. 2).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265) “The United States Sanctions Chinese State-Owned Entity for its Role in Corruption in
Cambodia”(2020. 9.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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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266) 그러나 캄보디아가 중국과 종속 관계
(client-state relation)로 불릴 정도로 가장 친중 성향을 보이는 만큼,267)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라오스의 경우 다른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미국과 관계를 단절한 적
은 없었으나, 1975년 공산당 집권 후 몽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미군의 라오스
폭격으로 인한 불발탄(UXO) 문제는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1980년
대 미국정부는 베트남 전쟁 때의 실종자/포로(MIA/POW) 처리 문제에 대한
의회의 압박으로 라오스와의 안보협력을 도모하였으며, 9ㆍ11 테러 이후 대테
러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였다. 라오스는 불발탄 제거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을 얻고자 MIA/POW 처리에 협력해왔다.268) 2006년 라오스는 처음으로 코
브라 골드 훈련의 옵저버로 참석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국 국제군사교육훈
련프로그램(IMET) 지원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269)
라오스는 미국의 우선 협력국은 아니었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와 미국이 동남
아시아와의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
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라오스의 UXO 제거를 위해
3년(2016~18년)에 걸쳐 총 9,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1993년
이래 라오스 지뢰 및 불발탄 제거에 2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해왔다.270) 트럼
프 정부는 라오스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할 것
이라 표명하였으며, 2030년까지 미국이 투하한 불발탄을 대거 제거할 것을 약
속하였다.271) 라오스와 미국은 전쟁 유산 청산을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점진적
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라오스가
266)
267)
268)
269)
270)
271)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40.
Shambaugh(2018), p. 100.
Thayer(2010), pp. 443-445.
Thayer(2010), p. 446.
CRS(2019. 12. 13), “La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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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실질적 안보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지금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과의 외교안보 관계를 고찰해보았다. 캄보디
아와 라오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안보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272) 그러나 쿼드 참여국과 달리 가시
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과 가장 활발한 군사ㆍ
안보협력을 펼치고 있는 싱가포르나 중국에 가장 크게 각을 세우고 있는 베트
남도 마찬가지다.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변수에 의해 인태 전략의 핵심 협력대
상국이 되어야 할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도 중국 쪽에 기우는 모양새를 보이
는 등 미국으로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동남아 국가들
은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의 독자적 외교 공간
을 확보하며 미중 양측으로부터 실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승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더더욱 기피하고 싶어한다. 특히 동남아에 대
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적대시
하는 인태 전략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 경제협력 측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20년간 아세안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
기가 발생한 2009년 전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세안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낮아졌다. 이는 아세안의 대외수출이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
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아세안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2009년을 기점으로 미
272) 미얀마의 경우 친중 국가로 분류되긴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독자적 외교ㆍ경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미국을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로힝자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한 헤징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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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최근 미국은 아세안의 3대 수출대상국으로 밀려났
다. 다만 2012년부터 아세안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
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많은 다국적기업
들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고 2011년 이후부터는 1위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발효된 아세안ㆍ중국
FTA(ACFTA)와 활발한 FDI를 바탕으로 한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확대의 영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아세안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2000~19년)

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20. 5. 7).

2000년 이후 아세안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베트남으로 바뀌었다.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중심
으로 아세안의 생산거점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대(對)미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
문이다.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미국
에 많이 수출하고 있다(그림 3-8의 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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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아세안 주요국의 미국 수출 추이(2000~19년)
A.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B. 주요국 수출에서의 미국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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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임.
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20. 5. 7).

아세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듯이 아세안 주요국의 수출
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줄어들고 있다. 반면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아세안의 대표적인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의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봉제ㆍ의류가 주를 이루는 캄보디아
수출은 무역혜택을 부여한 EU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미
국 비중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2011년까지 급속하게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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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미국 수출 비중이 2012년 이후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아세안의 대미 수입(미국의 아세안 수출)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증가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2010년대 중반 감소하였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
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0년대 초반 일본에 이어 2위에서 최근
에는 4위로 밀려났다. 이에 반해 아세안의 대(對)중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
시 2000년대 초반 4위에서 2005년 미국을 추월하였고, 곧이어 1위를 차지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역시 아세안ㆍ중국 FTA의 영향은 물론 활발히 진
출한 FDI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림 3-9. 아세안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 추이(2000~19년)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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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20. 5. 7).

아세안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2000년 이후 줄곧 아세안의 대미 수입 전체에서 4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가 중계무역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
싱가포르의 전체 수출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 107

알려져 있다.273)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2000년대 초반에
는 말레이시아ㆍ태국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순이었으나 2019년 현재로는 태
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순으로 바뀌었다. 아세안의 미
국 수입에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비중이 20년 동안 각각 10.8%p, 5.5%p
감소한 것도 특징이지만 베트남의 비중이 같은 기간 0.7%에서 10.1%로 늘어
난 것이 더욱 돋보인다.
그림 3-10. 아세안 주요국의 미국 수입 추이(2000~19년)
A.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B. 주요국 수입에서의 미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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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임.
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20. 5. 7).
273) 2019년 싱가포르의 재수출 비중은 52.8%이다(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
202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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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주요국의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20년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브루나이ㆍ인도네시아ㆍ태국 등에서도
많이 줄어들었다. 중국과 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아세안에 대한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다. 아세안 사무국
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대 후반에서 5%대로 낮아졌다. 다만 미국의 아
세안에 대한 투자통계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수많은 미국기업의 지역총괄본
부(RHQ: Regional Headquarter)가 주변 아세안 주요국에 투자하는 것이 제
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역내에서는 싱가포르가 최대
투자국이고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을 싱가포르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RHQ가 수
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투자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맥
락에서 아세안에 대한 중국 전체(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의 투자, 특히 홍콩의
투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와 비
중은 더 늘어나고 높아진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주출거(走出去)를 통한 해외투자 촉진, CAFTA 체결, BRI 추진 등과 미중 통상
마찰에 따른 중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지속
되나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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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미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추이(2010~18년)

자료: ASEAN Secretariat DB(검색일: 2020. 5. 8).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금융과 도소매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과 싱가포르에 다
국적기업의 RHQ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 진출
한 미국기업의 RHQ는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국가에 간접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표 3-3. 미국의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투자 추이(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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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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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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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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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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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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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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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

3,207

8,036 14,003

-628
2013

691
2014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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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2,300

440

3,443

말레이시아

2,73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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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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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필리핀
싱가포르

702

2001

2002

228

-63

2003
-111

2004
643

2005
75

2006
546

2007
750

2008
689

2009
302

15,502 12,500 15,763 20,328 25,117 21,389 10,945 17,218 -47,509 24,478

태국

2,644

1,181

1,040

-710

2,930

199

1,495 -3,356

44

1,126

주: 기준은 BOP.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5. 8).

세계 최대 ODA 지원국인 미국은 아세안에 대해서도 많은 규모의 공적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ODA 지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류메
콩이니셔티브(LMI)를 비롯해 미국의 관심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국가(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뿐만 아
니라 최대 지원대상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 대한 ODA도 최근 확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본격화된 BRI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아세안에 대한 전 세계의 ODA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 많
이 낮은 것은 물론 2008년부터는 한국에 비해서도 낮고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ODA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 대외원조(foreign
aid)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BRI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ODA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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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미국의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공적자금(ODA 및 OOF) 지원 추이(2010~18년)
(지출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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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준은 ODA+OOF 및 지출임.
자료: OECD Stat DB(검색일: 2020. 5. 8).

그림 3-13. 아세안 전체 공적자금(ODA 및 OOF) 중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비중 추이(2010~18년)
(지출액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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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준은 ODA+OOF 및 지출임.
자료: OECD Stat DB(검색일: 2020. 5. 8)를 통해 저자 계산.

정리하자면 미국은 21세기 초까지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해왔
으나,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대동남아 교역 및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경제교류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미국보다 중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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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과 [그림 3-11]과 같이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수출입 비
중이 낮아지는 것과는 다르게 [그림 3-1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수출입 비중
은 모든 국가에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아세안은 조만
간 미국과 EU를 넘어 중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4. 아세안 주요국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200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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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OTS DB(검색일: 2020. 5. 7).

여기에 더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BRI는 아세안의 중국 의존도
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세안 모든 국가가 중국의 BRI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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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BRI를 뒷받침하는 금융 플랫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도 가입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개발, 특
히 인프라 개발에 BRI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금을 AIIB를 통해 조달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5]는 Oxford Economics가 추정한 아세안 주요국
의 BRI 연계 프로젝트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세안 전체로는 약 7,400억
달러에 달한다. 아세안 국가가 AII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표 3-4 참고). 이렇듯 BRI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대중 경제의존도 증가는
인태 전략을 통해 BRI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3-15. 아세안 국가별 BRI 연계 프로젝트 규모 추정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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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IMB ASEAN Research Institute(2018), p. 8 재인용.

표 3-4. AIIB의 아세안 주요국 프로젝트 승인 안건(2020년 6월 기준)

국가
캄보디아

승인일

프로젝트 이름

AIIB
분담금

2019. 7 Fiber Optic Communication Network Project

75

2016. 6 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217

인도네시아 2017. 3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2017. 3 Dam Operational Improvement and Safety Project Ph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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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5

표 3-4. 계속

국가

인도네시아

승인일

프로젝트 이름

AIIB
분담금

2018. 6 Strategic Irrigation Modernization and Urgent Rehabilitation

250

2018. 3 Mandalika Urban and Tourism Infrastructure

248

2020. 5 COVID-19 Active Response and Expenditure Support Program

750

2020. 6 Emergency Response to COVID-19 Program

250

라오스

2019. 4 National Road 13 Improvement and Maintenance

40

미얀마

2016. 9 Myingyan 225 MW Combined Cycle Gas Turbine(CCGT) Power Plant

20

2017. 9 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208

2020. 5 COVID-19 Active Response and Expenditure Support(CARES) Program

750

2019. 7 Infrastructure Private Capital Mobilization Platform

54

필리핀
싱가포르

자료: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홈페이지, “Our projects”(검색일: 2020. 7. 11).

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대응
1) 인태 전략에 대한 우려 증가와 아세안 차원의 대응
2017년 인태 전략이 발표되었을 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인태 전략의
모호성을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274) 먼저 인태 전략이 진화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불가지론적(agnostic) 관점을 견지하며 향후 전개
방향을 관망하려는 경향이 컸다.275) 이는 2019년 ISEAS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의 응답자
(61.3%)가 ‘개념이 불명확하여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276) 특히 ‘자
유롭고 개방된’이라는 이념적 개념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의
구심이 컸다. 그간 미국의 외교정책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요소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277)
274) Hoang(2019); Liow(2020); Tan(2020).
275) Kausikan(2018. 4. 27), “ASEAN: Agnostic o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2).
276) Tang et al.(2019),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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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동남아 국가들을 가장 우려스럽게 한 점은 인태 전략이 명확한 ‘대
중국 견제’ 성격임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인도태평양‘ 개념
자체를 자국봉쇄 전략으로 받아들임에 따라,278)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279) 동남아 국
가들은 인태 전략이 동남아를 무대로 미중 간 경쟁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전략으로 인해 그간 아태 지역의 다자협력을 주도해온 역내
협력체인 아세안의 존재감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였다. 아세안은 EAS, ARF,
ADMM+ 등의 지역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해 아태 지역의 안보협력을 추동해왔
으며,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자협력은 항상 아세안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280) 반면 인태
전략은 미, 일, 호주, 인도 4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지역협력체 밖에서 발전된
안보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아세안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281) 그동안 아세안은 아세안 다자협력체를 통해 미중 간의 관
여를 촉진시키고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쿼드는 아세안
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란 핵협정 탈퇴 등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지 않
은 점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방기(abandonment) 우려를 자아냈으며, 동맹
및 파트너국들에게 안보에 대한 공동 부담을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자국
우선의 거래적(transactional) 관점을 관철시키려는 모습 또한 미국에 대한 신
277) Liow(2020), p. 238.
278) “Scepticism over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2018. 8.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5).
279) Stromseth(2019).
280) 배긍찬(2018), p. 17.
281) Sah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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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저하시키는 데 한몫하였다.282)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
의에 불참하면서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아세안 지역에 관여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켰다.283)
당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 ‘항행의 자유’ 등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인도태평양’ 단어 언급 자체를 피하기도 했다.284)
유일한 예외가 인도네시아였는데, 인도네시아는 2013년 마르티 나탈레가와
(Marty Natalegawa) 전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아태 지역을 벗어나 EAS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래 ‘인도태평양’이라
는 용어에 대한 주인 의식(ownership)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285) 나탈레가
와 전 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신뢰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을
인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286) 당시 이 제안은 아세안 회원국
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미국의 인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담론이 부상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버전의 인도태평양 담론 제시를 통
해 미국 인태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287)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이 인태 전략에 대한 자체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아세안이 공통된 관점을 채택하길 촉구하였다.288)
2018년 8월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장관은 EAS 회원국 모두가 참여
하는 인태 구상을 답은 콘셉트 제안서를 아세안 회원국에 회람하였고, 일부 회
282)
283)
284)
285)

Liow(2020), pp. 238-239.
Tang and Ong(2019).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 Kuik Cheng Chwee 교수 서면 인터뷰(2020. 7. 30).
자세한 내용은 Natalegawa(2013. 5. 20), “An Indonesian perspective o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6) 참고.
286) Weatherbee(2019), pp. 2-3.
287)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의 ‘인도태평양’ 구상 제시를 통해 조코 위도도 정부의 ‘세계 해양 중
심국’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였다(Weatherbee 2019, p. 3)
288) Kausikan(2018. 4. 27), “ASEAN: Agnostic o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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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관철시켰다. 그 결과 아세안은 2019년 6월 방콕
에서 열린 제34회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에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문서를 공식 채택하게
된다. AOIP 채택에 앞서 싱가포르의 반대로 문서 채택이 지연될 것이라는 언
론보도가 있었으나,289) 최종적으로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통일된 입
장을 내놓았다. 아세안은 AOIP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
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응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AOIP는 인태 지역을 ‘아세안이 중심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하는 통합
되고 상호연결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장이며 ‘모두를 위한 발전과 번영’의 공간임을 천명하였다.290) 미국의
인태 전략 발표 이후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
던 점을 고려하면,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개념 수용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
태 지역을 둘러싼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택한 결정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받아들이되,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을 추진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즉 인태 지역을 강대국 ‘경쟁의 장’이 아닌
‘모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특정 국가를 배타하거나 적
대시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특히 AOIP는 EAS, ARF,
ADMM+ 등 아세안 다자협력체제를 통해 인태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중국이 이들 협력체의 참여국임을 고려할 때 아세안이
중국을 배제하는 인태 지역 협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89) “Singapore ‘holds back’ adoption of ASEAN Indo-Pacific concept”(2019. 6.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
290) ASEAN(2019a), “ASEAN Outllook on the Indo-Pacific,”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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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OIP는 해양협력,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 및
기타 협력 등 아세안이 주도할 지역협력의 4대 분야를 제시하며, 안보ㆍ전략적
성격이 강한 인태 전략에 대응해 탈정치적(depoliticized) 협력을 제안하였다.
첫째, 해양협력의 경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해양안전과 안보, 항행의 자유, 초
국가적 범죄,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청색 경제(blue economy) 활성화,
해양교역 촉진, 해양오염 및 쓰레기, 해양과학 협력 등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둘째, AOIP는 인태 지역 협력이 기존의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
랜(MPAC)을 보완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인태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민관협력(PPP) 개발, 환인도양연합(IORA),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BIMSTEC), 에야와디ㆍ짜오프라야ㆍ메콩 경제협력전략체(ACMECS: Ayeyawady
-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등의 기존 지
역협력체와의 시너지 제고, 아세안 스마트 시티네트워크(ASCN)를 통한 도시
화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하였다. 셋째, SDGs 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활용과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와 대화를 위한 아세안 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촉진을 제시하였다. 넷째, 인태 지역 협력이 남남협력, 교역 활성화 및 물류 인
프라ㆍ서비스 개선,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성장, 과학ㆍ기술 연구 개발, 기후
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 RCEP을 포함한 경제통합, 4차 산업혁명 대응, 민간 섹
터의 발전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91) 해양협력 부분에서 ‘항행의
자유’,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 등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원칙이 일
부가 짧게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AOIP가 제시한 4대 협력 분야의 대부분이 안
보ㆍ전략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역내 번영을 위해 당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개발과제들이다. 이는 아세안이 경제 및 기능적 협력에 초점을 둔 상호보완
적 협력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인태 전략의 ‘전략적’ 성격을 상쇄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태 전략에 대해 ‘개발 지향적’ 접근을 취하면서 인태 지역
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292)
291) ASEAN(2019), “ASEAN Outllook on the Indo-Pacific,” pp. 3-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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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트럼프 정부의 대동남아 외교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태
평양’ 개념을 언급한 AOIP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관여 지속을 독려하는
한편,293) 인태를 둘러싼 지역 협력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AOIP는 새롭게 부상한 인태 지역 협력 구상에서 아세안이 주도적이며 중
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며, 아세안 중심성 유지에 대한 회
원국 10개국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주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AOIP가 아세안의 단결성(unity)
유지 및 강대국 정치를 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다.294)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는 쿼드 참여국에 잘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던 일
본은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해 ‘전략’이라는 용어 대신 ‘비전’을 사용하
기 시작하였으며,295)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또한 인도의 인태
구상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296)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미국의 지지
(commitment)를 약속하며 아세안의 AOIP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297)

2) 외교안보 협력 측면에서의 입장과 전망
국별 차원에서 보면 아세안 회원국들 모두 중국을 의식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OIP 문서 발표 이후,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292) Hoang(2019), p. 4.
293) 조원득(2019b), p. 7.
294) Laksamana(2019. 9. 19), “Flawed assumptions: Why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is defec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6).
295) Koga(2020), pp. 65-66.
296)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18. 6. 1), “Prime Minister’s Keynote
Address at Shangri La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297) “Pompeo touts US support for Asean”(2019. 8.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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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전략적 부담을 덜긴 하였지만,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수의 아세
안 회원국은 ‘인태’보다는 ‘아태’ 개념을 선호하고 있다.298) 앞에서 살펴본 동
남아 국가들의 외교기조와 안보환경을 살펴볼 때,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제
일 높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인태 전략을 환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ㆍ전략적 영향력 증가에 대한 역내 우려가 높아지
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신중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선에서 인태 전략과의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그리고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미얀마의 경우 인태 전
략에 대해 침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 비공식적으로 인태 전략에 협력할 국가: 베트남ㆍ싱가포르
현재 동남아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가장 호의적일 것이라 추정되는 국가
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의식해 미
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양국 정상
은 공동 성명문에서 ‘주권과 국제법, 항행의 자유,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교역ㆍ투자 시스템이 존중받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ㆍ태
평양’을 강조하며 미국 인태 전략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299)
베트남은 중국의 팽창 견제 및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전략적 이해
를 공유하는 만큼 미국의 인태 전략에 협력할 여지가 크다.300)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행보가 가속화되고, 중국의 행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단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ㆍ호
298)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 Kuik Cheng Chwee 교수 서면 인터뷰(2020. 7. 30).
299) Le(2018), p. 5.
300)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Le Hong Hiep 연구위원 화상 인터뷰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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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 미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크다.301)
실제로 트럼프 정부 들어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선호도는 증가
하고 있다. 2020년 ISEAS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칙에 기반한 질서 및 국제법
유지를 위한 리더십을 행사할 국가’를 선택하는 질문에서 베트남 응답자의
45.4%가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을 선택하였다(부록 표 3-2 참고). 미국을 택한
아세안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24.3%임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치이다.302) 미국
의 역내 안보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52.6%의 베트남 응답자들이 미국의 안보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아세안 전체 응답자의 평균(34.9%)보다 높
은 수치다(부록 표 3-3 참고).303) 특히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 가정하에
미국을 택하겠다는 아세안 응답자의 전체 평균이 53.6%임에 반해, 미국을 택한
베트남 응답자의 비율은 85.5%로 가장 높았다(부록 표 3-1 참고).304) 베트남은
2020년 3월 쿼드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는 차관급 회의에 참여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305) 이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동 재개 등에 초점
이 맞춰져 쿼드 본래의 전략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새로 참여한 3개국
중 베트남만이 기존 쿼드국과 중국 견제 의도를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306)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보
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국제
분쟁 소송과 쿼드와의 협력을 내심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307)
301) 최근 베트남은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점진적으로 높이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
302)
303)
304)
305)

추기 위해 일본ㆍ호주ㆍ인도와의 양자 안보협력 강화를 진행 중이다(박재적 2018, pp. 228~229).
Tang et al.(2020), p. 20.
Tang et al.(2020), p. 40.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Tang et al.(2020), p. 29.
2020년 3월 27일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ㆍ한국ㆍ뉴질랜드ㆍ베트남 7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관급 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쿼드의 외연 확장으로 보는 분석들이 제기되었다. Smith(2020. 4. 1),

“How America Is Leading the ‘Quad Plus’ Group of 7 Countries in Fighting the Coronavir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306) Grossman(2020. 4. 9), “Don't Get Too Excited, ‘Quad Plus’ Meetings Won’t Cover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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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를 고
려할 때, 베트남이 인태 전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쿼드와의 공식적 협력
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은 인태 전략을 내심 지지
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한(low-key)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
이 높다.308) 특히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제일 먼저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를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경제와 안보를 연동해 중국을 견
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싱가포르는 역내에서 미국의 안보적 역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태 전략을
수용하면서도,309) 미중 간 균형정책 지속을 위해 인태 전략이 반중국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2019년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리
셴룽 총리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행
정부로 하여금 싱가포르가 중국 편에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도 했다.310) 더 나아가 리셴룽 총리는 호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상
을 저지하기 위한 라이벌 연합체 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쿼드가 ‘포용적
이고 개방적인 역내 아키텍처’의 한 부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11)
리셴룽 총리는 최근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선택을 원치 않는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
하는 것이 꼭 미국에 반대하는 것(work against)을 뜻하지 않고, 그 반대도 마
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312) 2019년 6월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307) Nguyen(2020. 6. 2), “Vietnam May Turn Threats into Opportun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308)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Le Hong Hiep 연구위원 화상 인터뷰
(2020. 6. 26).
309) 리셴룽 총리는 2020년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ㆍ우방국들에게 비용과
부담 공유를 공론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
고 인태 사령부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에 위안(take comfort)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Lee,
Hsein Loong 2020).
310) 싱가포르 S.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ollin
Koh Swee Lean 연구위원 서면 인터뷰(2020. 9. 9).
311) “Asia must not fragment into ‘rival blocs’ as region reshapes: Singapore PM”(2018. 3.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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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AOIP)’ 발표를 앞두고 아세안 외교가에서는 싱가포르가 AOIP 채택을 반
대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313) 싱가포르가 이견을 제시했던 배경에는 그
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중립적 성격이 강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두고 미국 인태 전략으로 인해 전략적 성격이 가미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를 쓰는 것을 주저했다는 관측이 크다.314)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싱가포르가 인태 전략을 지지할 가
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미국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태 전
략하에 실행되는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 강화에는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
가포르는 역내 균형을 위해 미국의 안보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국방ㆍ안보 협력을 확대할 유인이
있다. 싱가포르에게 인태 지역에서의 미군 축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며,
국제법 및 규칙에 기반한 질서,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SLOC) 확보는 도
시국가 싱가포르의 생존 여부를 좌우할 핵심 이익이기 때문이다. 다만 베트남
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대미 안보협력이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 등 중국의
반발을 살 수준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을 조용
히 지원하는 현 수준의 국방ㆍ안보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 동맹관계이나 소극적 협력을 추진할 국가: 태국ㆍ필리핀
태국과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유이한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중
국에 경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을 ‘현상 변
경’ 세력이나 군사적 위협대상국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자국 경제발전과 현
집권층의 권력 유지에 도움을 줄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315) 태국 집권층은
312) Lee, Hsein Loong(2020).
313) “Singapore ‘holds back’ adoption of ASEAN Indo-Pacific concept”(2019. 6.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
314)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Shawn Ho 연구위원 서면 인터뷰(2020. 8. 15).
315) Abuza(2020. 1. 2), “America should be realistic about its alliance with Thaila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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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중국의 사회통제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반
면 미국은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엘리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과도 군사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INS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16년 시기 중국과 군사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동남아 국가는 태국이었다.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중국의 패권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의 위험성
또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면서까지 중국에
편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 참여는 중국에 지나친
공세적 행동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
문이다.317) 실제로 태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태국이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했으며,318) 2019년 총선 이후에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재개에 힘
쓰고 있다. 태국은 역내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를 주최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첫 미ㆍ아세안 해상공동훈련
(AUMX)을 공동 주관하였다. 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인태 전략
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현
수준의 안보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도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중에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인 협력
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그간 두테르테 대통령은 EDCA의 적용 범위를
HA/DR 목적에 국한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여왔다.319)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6월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 기
조연설에서 중국의 9단선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남

316)
317)
318)
319)

Allen, Saunders, and Chen(2017), p. 62.
Quayle(2020).
박재적(2018), p. 232 재인용.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Malcolm Cook 객원 선임연구위원 서면 인
터뷰(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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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 해상에서의 합동훈련 등이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킨다고 발언하기도 했
다.320) 더 나아가 2020년 8월 델핀 로렌자나(Delfin Lorenzana) 필리핀 국방
장관은 대통령의 명으로 필리핀은 자국 영해를 제외한 어떠한 남중국해 해상
합동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321)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태 전략에는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VFA 파기 번복도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에
서 비롯된 만큼, 중국이 남중국해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필리핀의 대
미 안보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UN 연설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중국이 2016년 PCA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322) 또한 성 김(Sung Kim) 필리핀 주미
대사 퇴임 시 외국 관료에게 부여되는 가장 높은 훈장인 다투 시카투나(Datu
Sikatuna)를 수여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그널을 보여주었
다.323) 최근 이러한 노선 변화는 그간 대통령의 친중 성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 필리핀 EEZ에 대한 침해를 지속하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기대만
큼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이 필리핀에 코로
나 대응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수 있다.324)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산 코로나 백신과 영유권을 타협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주
목을 받긴 했지만, 필리핀은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 백신 구매 협력을 타진
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반중 여론상 영유권을 양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320) “Philippines’ Duterte calls for action to reduce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2019. 6.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5).
321) “PH won’t join other navies in South China Sea drills on Duterte’s order”(2020. 8.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5).
322) “Duterte invokes UNCLOS in Chinese defense minister’s visit”(2020. 9. 1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9. 28); “Full text: President Duterte addresses the 7th UN General
Assembly”(2020. 9.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8).
323) “Duterte confers Order of Sikatuna on US envoy Sung Kim”(2020. 9.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8).
324)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Malcolm Cook 객원 선임연구위원 서면 인
터뷰(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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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25)
현재 필리핀의 대외 정책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크게 반영된
만큼, 2022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남중국해 전개 상황에 따라 다시 친미 노선
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 국방부와 외교부에 친미 성향의
엘리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통령과의 의견 불화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326)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이 늑대 전사
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공격성을 더욱 강화
하는 추세이며,327) 필리핀은 중국 해양경비정의 자국 EEZ 침해 등에 대해 베
트남과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등 남중국해 문제 대처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
를 모색하고 있다.328)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필리핀의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
하며 제재를 가할 경우, 미ㆍ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다) 균형을 유지하며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 국가: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 등 인도태평양 전략이 표방하는 규범적
원칙은 지지하되,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 변경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강요하는 인태 전략의 상충적 요소가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저해하고 인도
네시아가 오랫동안 지지해온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
다.329) 인도네시아는 일찍이 인태 전략의 반중국 기조를 상쇄하고자 ‘개방적’
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325) 싱가포르 S.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ollin
Koh Swee Lean 연구위원 서면 인터뷰(2020. 9. 9).
326)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Malcolm Cook 객원 선임연구위원 서면 인
터뷰(2020. 10. 7).
327) Poling(2020. 6. 18), “America First versus Wolf Warriors: Pandemic Diplomacy in
Southeast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328) Pitlo Ⅲ(2020. 4. 16), “Why Philippine Solidarity With Vietnam in South China Sea Fishing
Row Mat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5).
329)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Evan A. Laksmana
선임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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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그리고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330)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2019년 아세안이 발표한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OIP)’에 잘 나타난다. 조코 위도도 정부는 일찍이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
중심국(Global Maritime Axis)’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던바, 인도양
과 태평양을 잇는 자리에 위치한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독자적인 인태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자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에 인도네시아를 깊게 끌어들이고
싶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주적 외교노선을 내세워 자국의 실익에 부합하는 분
야에 대해서만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얻어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은 베트남과 비교해서도 취약한
상태로 군사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331)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해양상
황 인지 및 연안경비대를 포함한 법 집행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길 원
하고 있기 때문에332) 방산협력을 비롯해 자국의 해양능력 배양과 관련된 안보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도 자국 외교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중국을 적대
시하는 인태 전략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초 발간한 국방
백서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는 비동맹 원칙,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
적 협력,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의 안보(shared security)를 중시하며, 아시아
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축(linchpin)이 될 것을 표명하였다.333) 이는 인태 지
역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자주적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마하티르 전 정권은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이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330) 최인아, 신민이(2019), p. 11.
331) Kurlantzick(2018), p. 9.
332)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Evan A. Laksmana
선임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7. 9).
333) Malaysian Ministry of Defens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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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시각을 표명하면서도,334) 2019년 12월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을 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
회(CLCS)에 제출하고,335) 분쟁수역에 웨스트 카펠라 시추선을 파견해 탐사활
동을 진행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웨스트 카펠라 시추선과 중국 지질탐사선 하이양디즈 간의 대치 상황
이 발생해 미국이 그 주변에 군함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336) 최근 말레이시아
의 남중국해 대응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연계보다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독립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337) 새로 출범
한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정부도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되나,338) 마하티르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
제적 관계를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 경색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협력 측면에서의 입장과 전망
가) 인태 전략이 아세안 경제에 미칠 긍정적 요소
미국의 인태 전략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이
인태 전략에 반대할 명분이나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와 배경으로
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성장이 절실한 아세안의 입
장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아

334) Mahathir(2019. 6. 25), “Keynote address by the honourable Tun Dr. Mahathir Mohamad
Prime Minister of Malay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335) Nguyen(2019. 12. 21), “Malaysia’s New Game in the South China Sea,”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7. 1).
336) “Chinese ship leaves Malaysian waters after month-long South China Sea standoff”
(2020. 5.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30).
337) 이 대치 상황의 종료는 미국의 개입보다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정부 간의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말라야대학교 중국연구소 Ngeow Chow Bing 소장 서면 인터뷰(2020. 8. 3).
338) “Malaysia rebukes Beijing as South China Sea ‘lawfare’ heats up”(2020. 7. 3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8. 2) 참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 129

세안의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의 핵심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
고 이를 활용해 대외수출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
이라는 거대시장이 있기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FDI가 경제성장의 핵심 축을
이루는 아세안에는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거점을 구축하고자
진출하는 FDI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앞의 [그림 3-7]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미
국은 2010년 이전까지 아세안의 최대 수출시장이었고 아세안에 진출한 FDI의
초기 진출목적이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라고 답한 많은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339)
둘째, 미국의 인태 전략이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로 구
성되어 있는 데다가 과거보다 규모가 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인프라 분야에서는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새천년
도전공사(MCC),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인도ㆍ태평양 사업자
문기구(TAF), 에너지 분야에서는 Asia EDGE,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연
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DCCP), 미국ㆍ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USASCP)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인도ㆍ태평양 투명성혁신(IPTI), LMI,340) 미
국의 아시아 경제성장지원(US-SEGA) 등도 있다. 이러한 인태 전략은 무엇보
다도 개발을 리드할 「투자활용향상법안(BUILD Act)」이 지원한다는 점이 과거
의 전략과 다르다. BUILD Act에 의해 2018년 설립된 DFC는 미국기업의 인
태 지역 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지분투자,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 미
국 민간기업의 투자 진출을 유도하게끔 설립되었고, 자본 규모 역시 기존 290
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341) 기존의 USAID와 MCC 역시 실행
수단으로서 인태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인태 전략의
339) 한국과 일본기업의 아세안 진출 목적은 초기에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제3국 수출이 가장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 아세안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FDI가 많아짐에 따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더욱
많아졌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20. 10. 7)와 西口清勝
(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7)를 참고하길 바란다.
340) LMI하에 수행되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부록 4]를 참고.
34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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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을 구성하고 기본이 되는 ARIA 법안 역시 제3장(인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서 무역교섭, 다자협정, 지역경제 정상회의(302조), 미ㆍ
아세안 경제파트너십(303조), 무역역량 강화 및 무역 원활화(304조), 지적재
산 보호(305조), 에너지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306조), 하류메콩이니셔티브
(LMI, 307조), 경제성장과 자연자원 보호(308조), 여성의 경제적 권익 지원
(309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342)
셋째, 미국의 인태 전략이 최근 확대ㆍ심화되고 있는 아세안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완화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0여 년간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교역ㆍ투자 규모는 급속
히 증가했다. ISEAS 설문조사에도 아세안 10개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세안
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지는 국가로 중국을 꼽았으며, 그 비중 역시
2019년 73.3%에서 2020년 79.2%로 높아진 반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7.9%에 머물러 있다.343)

그림 3-16. 경제 면에서 아세안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아세안의 응답과 중국에 대한 반응
(단위: %)

2019년

2020년

기타, 8.1
미국, 7.9

기타, 4.6

아세안,
10.7

미국, 7.9

중국, 79.2

아세안, 8.3

환영 , 28.1
걱정, 71.9

중국,
73.3

자료: Tang et al.(2019), p. 21; Tang et al.(2020), pp. 15-16.

342) Public Law 115-409(2018. 12. 31), p. 132 Stat. 5387.
343) Tang et al.(2020),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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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국가는 캄보디아, 태국,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표 3-5 참고). 싱가포르를 제외
하고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다.

표 3-5. 경제 면에서 아세안에 영향력이 큰 국가에 대한 국별 응답구조
(단위: %)

국가

아세안

중국

미국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0.7

8.3

73.3

79.2

7.9

7.9

브루나이

6.7

9.3

80.0

85.5

2.2

2.1

캄보디아

8.3

7.7

83.4

88.5

0.0

0.0

인도네시아

10.4

10.8

81.7

77.0

3.5

7.4

라오스

13.8

17.4

82.8

78.3

0.0

4.3

말레이시아

10.4

11.7

78.4

78.5

5.6

6.7

아세안

미얀마

8.8

4.9

73.1

84.9

7.0

4.1

필리핀

14.4

13.1

61.3

61.3

11.7

16.1

싱가포르

9.5

5.0

69.8

81.1

15.1

10.8

태국

16.8

4.2

72.6

86.5

2.6

5.2

베트남

7.4

8.6

68.0

76.3

15.6

11.8

자료: Tang et al.(2020), p. 16을 토대로 재구성.

특징적인 점은 아세안 역시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
의 시각이 크다는 점이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1.9%가 중국의 경
제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6 참고). 반면 아세안 국가
들의 70.2%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인태 전략은 최근 아세안의 대외경제협력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미
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아세안의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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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중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호감도
(단위: %)

국가

중국

미국

우려

환영

우려

환영

71.9

28.1

29.8

70.2

브루나이

62.7

37.3

50.0

50.0

캄보디아

56.5

43.5

0.0

0.0

인도네시아

61.4

38.6

36.4

63.6

라오스

66.7

33.3

100.0

0.0

말레이시아

67.2

32.8

27.3

72.7

미얀마

73.9

26.1

30.0

70.0

필리핀

82.1

17.9

36.4

63.6

싱가포르

74.4

25.6

20.8

79.2

태국

75.9

24.1

40.0

60.0

베트남

80.2

19.8

22.2

77.8

아세안

자료: Tang et al.(2020), p. 16을 토대로 재구성.

나) 아세안 경제 측면에서 본 인태 전략의 취약점
그러나 미국의 인태 전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하거나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중국과 비교
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인태 전략이 많
은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를 포괄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도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세안의 높은 중국 의존도 또는 부채를 완화
하거나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태 전략이 실은 전적으로 민
간기업의 진출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개발과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메콩권 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LMI 규모 또한 중국의 메콩권 투
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다.344)
344)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9년 8월 LMI를 통해 4,35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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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인태 전략의 규모와 스피드가 작고 느릴 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부족
한 글로벌 스탠더드만을 강조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345) 인태 전략이 약속한
지원 규모는 아세안, 더 나아가 인태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아세안 지역의 인프
라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조 달러가 필요한 데 비해 인태 전략에서 제시하
거나 지원하는 규모는 수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의 BRI와 AIIB에 비해서도
규모나 업무추진 속도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RI
가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사례 이후 최근 다시 활성화되고 있
다는 점도 인태 전략에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중국의 부채외교 논란 이후 말레
이시아와 미얀마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프로젝트의 채산성이나 채무의 상
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중국 역시 이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
연성을 발휘하고 있다.346) 중국에서 개최된 BRI 국제협력고위급포럼에도
2017년 1차 회의보다 2019년 2차 회의에 아세안 정상들의 참여도가 높게 나
타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표 3-7 참고).347) 그리고 인태 전략이 투명성이나
표준화, 더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 역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인태 전략은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아세안 국가에게는 인태 전략을
지지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348)

345)
346)
347)
348)

중국이 2017년 메콩권 중소기업 지원에 투자를 약속한 금액(4억 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이다
(Hiebert 2020, p. 556).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Evan A. Laksmana
선임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7. 9).
庄司智孝(2020), pp. 34-36.
庄司智孝(2020), p. 28, p. 37.
미국은 인태 전략을 통해 반부패, 재정 투명성, 민주주의 지원, 자유와 인권 보호 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여기에 6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2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용식 202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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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아세안의 BRI 국제협력고위급포럼 참가자 현황
국가

1회(북경, 2017. 5)

브루나이

2회(북경, 2019. 5)
하사날 볼키아 국왕

캄보디아

훈센 총리

훈센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유수프 카라 부통령

라오스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싱가포르

로렌스 웡 국토개발부 장관

리셴룽 총리

태국

돈 쁘라무드위나이 외무장관 등 장관 4명

쁘라윳 찬오차 총리

베트남

쩐 다이 꽝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자료: 庄司智孝(2020), p. 28, p. 37 재인용.

셋째는 TPP 탈퇴, AIIB 비판, RCEP 불인정 등 트럼트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다자보다는 양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통합 진전과 확대를 추구하는 아세
안의 전략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349) 특히 미국 행정부 지역통상전략의 일
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이는 모든 국가가 BRI에 참여하고 AIIB에
가입한 아세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세안 내부에서는 국가
의 지속가능한 발전, 무엇보다 사회ㆍ경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대외원조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무역불균형 해소, 더 나아가 자국의 이익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인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좌우될 수도 있다
는 점이다. 미국이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통상압력을 가한다면 아세안
349)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Evan A. Laksmana
선임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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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 국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국 재무부가 매년 지정하
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연계된다면 아세안 국가들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해 말레이시
아, 태국 등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미국이 공정무역을 강조하면
서 아세안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상황은 더욱 우려를 자아냈다. 실제 미국은
태국의 농산물 수입, 베트남의 자동차 장벽, 인도네시아의 현지화 요건, 또는
몇몇 국가의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장벽 등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350)

다) 인태 전략에 대한 아세안 국별 입장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인태 전략을 통한 미국과의 경제
협력과 개발협력 확대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자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인태 전
략이 경제적 번영 관점에서 강조하는 내용(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 기술이
전 및 발전, 인적자원 개발, 역량 강화, 자유무역, 지적재산 보호 등)과 협력 확
대를 강조하는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 3대 분야는 아세안뿐만 아니라 모
든 국가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세안 국가들 모두 인태 전략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거부할 유인이 없어 보
인다. 그러나 G2로 성장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아세안 국가 중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 지닌 기본적인 목
적성(중국 견제나 배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
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최근 아세안과 화웨이(Huawei) 간의 협력관계이다.
화웨이의 5G 관련해 미국의 주장이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제외하면
아세안의 많은 국가가 화웨이와 협력하거나 화웨이의 5G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표 3-8 참고). 선발 아세안 가입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
350) Tan(2020),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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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은 모두 화인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인태 전략의 경제 분야가 아세안의 기대(경제적 규모, 프로젝트
의 실체성, 인태 전략의 파급효과 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식이나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
고라도 중국의 영향력을 대체한다거나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고려해
야 한다.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 필
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태 전략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
다면, 아세안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인태 전략의 경제 비전을 지지하는 입장이
나 중국과의 관계, 아세안 중심성, 개별 국가의 특수성, 특히 정치 리더십 등을
고려하면 암묵적 혹은 묵시적 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인태 전략을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하거나 편승하려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활용 및 편승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느냐 여부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취하는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국가군을 구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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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16.3/6.6

8.8/12.2

12.8/7.3
22.4/5.1
12.2/8.0

16.6/7.3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전체

인도

미국

25.2
15.1
173.5
71.4

234.23)

-

36.8

6.7

12.0
58.0
1.8
18.0

-

ODA 지출
(2000~16년
누적, 억 달러)

92.1
1,852.7

1,434.6

12.5

-

123.4
190.1

-

투자
(2003~18년,
억 달러)

미체결

미체결
미체결
미체결

양자

미체결

미체결

미체결
미체결
미체결
협상중단

미체결

FTA 체결

있음(낮음)

있음(낮음)
있음(높음)

있음(낮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높음)

없음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1)

중국

5.4/14.3

11.9/21.3
13.9/23.8
13.9/21.3

13.2/13.7

13.5/22.9

31.2/34.9

2.13)

66.0
58.5
911.4

406.7

11.3

42.4

-

0.1
22.6
340.7

-

6.1

9.0

적극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17

0
0
13

1

2

1

1
7
1
0

0

참여
적극
적극
적극
적극

AIIB
자금활용
건수

BRI 참여
(인프라)

적극 참여
참여 +
다자, 양자
활용
다자
적극 참여
다자
참여
다자
소극적
미체결
참여

다자

다자

교역 비중
투자
대외원조
(수출/수입, %, (2003~18년, (2000~16년
FTA 체결
2019년)
억 달러) 누적, 억 달러)2)
다자
5.4/12.9
2.6
2.0
(아세안･중)
5.5/39.5
56.5
73.9
다자
16.5/31.3
121.1
67.0
다자
35.0/26.6
72.1
39.3
다자
14.1/20.7
74.3
120.7
다자

검토 중단4)

5G 구축
ZTE(5G)
5G 협력
5G 구축
우레두･ZTE
(5G), 협력
5G 구축
노키아･에릭슨
(5G), 협력
5G 구축
배제

5G 협력

화웨이
(5G, 디지털)

2020년 1월, 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 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AidData를 통한 원조성 대외원조(지출) 통계(2016년 중국수출입은행이 말레이시아에 제공한 철도건설차관 112억 7,000만 달러 포함).
인도의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액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액임.
화웨이 및 ZTE에 대한 5G trials 참여를 허용하는 입장이었으나, 2020년 6월 발생한 양국간 국경분쟁을 계기로 인도정부는 국영통신사에 중국산 장비 사용 입찰 결정을 번복하고 국산장비
이용지침을 내렸으며, 인도상인연맹(CAIT)은 인도정부에 5G 사업에 대해 중국기업 참여의 공식적 배제를 요청하는 등 2020년 7월 현재 배제 움직임을 보임.
자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교역은 [그림 3-8, 3-10, 3-14, 3-18, 3-19], 투자는 [표 3-3]과 [그림 3-11, 3-21], ODA는 [그림 3-12, 3-23], 대외원조는 정영식 외(2020, p. 103),
BRI 참여는 [표 3-7], AIIB 자금 활용은 [표 3-4] 참고).

25.4/1.5
10.5/5.9
2.4/0.3
9.7/8.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주: 1)
2)
3)
4)

0.6/7.0

브루나이

교역 비중
(수출/수입,
%, 2019년)

표 3-8. 신남방국가의 미국 인태 전략 필요성(경제적 관점)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비교(2020년 6월 기준)

(1) 실리주의 추구와 적극 활용 국가: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수출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국
가들이다.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태국은
2010년대까지는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2011년 이후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의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으나 베트남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후 줄어
들고 있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반중 정서가 경제영
역으로 확장된 것과 함께 베트남으로 많은 다국적기업이 진출하면서 원부자재
조달처를 변경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였고 베트남과 함께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도 가입했었다. 태국 역시 TPP에 추후 가입을 약속할 정도로 관심이 높
았었다. 반면 이들 3개국은 현재 미국의 환율조작국과 연결되어 있다. 2020년
말 현재 베트남은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된 가운데 싱
가포르와 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351) 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미
중 통상마찰 이후 중국기업들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우회하는 대미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무역굴절효과)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2019년 12월 원산지 악용(또는 회피) 및 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의(Resolution) 119/NQ-CP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
는데, 이는 미국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상계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
된다.352) 베트남은 수십억 달러의 미국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
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353)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SEAS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3개국은 모두 아세안
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아세안 평균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고 미국
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환영하고 있다(표 3-6 참고). 다만 중국의 BRI와 화
35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2020), pp. 2-6.
352) Chu(2020), p. 5.
353) Chu(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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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영향력에서는 엇갈리고 있다. BRI에는 태국이 동부경제회랑(EEC)과 인
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참여하
고 있지만 활발하지 않다. 화인이 중심인 싱가포르와 화인이 경제력을 장악하
고 있는 태국과는 달리 베트남에는 화인의 경제력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과 앞서 분석한 인태 전략의 경제적 영향과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이들 3개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로 분
류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인
태 전략을 적극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중국을 의식해 미국의 인
태 전략이 안보 영역에만 집중하지 않길 바라며, 인태 경제 프로그램이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를 줄여주길 원한다.354) 베트남은 미국과의 FTA 체결,
교역 확대, 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 총리는 2019년
G20 회의 당시 미국 대통령과 에너지, 특히 전력과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355) 자원 개발 역시 미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이며,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우려하고 있어 LMI 관련 협력에도 관
심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친중 성향의 지도부(Nguyen Phu Trong 공산
당 서기장 겸 대통령과 Nguyen Xuan Phuc 총리)가 주도하는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356)
싱가포르와 태국 역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미국의 인태 전략을 통해 사이버 안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아태 지역 내
관련 법ㆍ규제 개선, 아태 지역 내 투명하고 경쟁적인 조달 프로세스 도입 등에
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인 태국도 미국의 LMI
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357)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 역시 미래 경제협력뿐
354)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Le Hong Hiep 연구위원 화상 인터뷰
(2020. 6. 26).
355) 石塚二葉, 荒神衣美(2020), p. 210.
356) 2017년 11월 베트남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면적ㆍ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베트남의
BRI 참여 활발, 경제회랑 건설 등에 합의한 바 있다.
357) Parks(2018), “Recalibrating Thai-U.S.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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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안보협력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358)
이에 반해 아세안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는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에서 2000년대 이후 극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과의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최근 수출 비중만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수출입 비중은 2000년대 초반 대비 4~5배 높아질 정도로 활
발하다.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과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 증
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GSP 재검토를 제외하면 현재 미국과 뚜렷한 경제 현
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세안 내에서 미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아세안 평균보다 낮은 63.6%만이 환영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도 61.4%로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3-6 참고). 반면 중국의 BRI 프로젝트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BRI의 일환으로 중국기업들에게 제의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359) 인도네시아는 AIIB 역시 아세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화웨이와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다(표 3-8 참고). 아세안 내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화인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연계된 프로
젝트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저통신케이블공사, 에너지 분야(50억 달러 지원), 신
재생에너지 개발(11건)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실리주의적 등거리외교(equidistance diplomacy)를 추구해
온 인도네시아의 기조는 경제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2019년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로의 전
358) Parks(2018), “Recalibrating Thai-U.S.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8).
359) 庄司智孝(2020),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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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ㆍ사회 개
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조달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경제 면에서 다소 친중적
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특정국에 치우치지는 않고 실리적으로 균형을 맞추
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태 전략, 더 나아가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풍력
발전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부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강조한 전력ㆍ도로ㆍ철도ㆍ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자동차 개발 부문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실리주의 추구와 소극적 활용 국가: 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2000년대 이후 점차 하락하
다가 2012년을 전후로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얀마는 한동
안 경제제재로 인해 미국과의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년대 들어
경제제재 조치 해제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이들 3개국은 중국
과의 수출입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미얀마에서 중국의 비중이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의 개혁ㆍ개방 이후 급상승하였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모두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나, 중국이 추진하는 BRI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BRI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다가, 스리랑카의
부채외교 논란 이후 중국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BRI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이다. 각국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말레이시아의 동부해안철도(ECRL)
와 미얀마의 중ㆍ미얀마경제회랑(CMEC)과 짜욱 퓨(Kyauk Phyu) 항 개발을 들
수 있다. 필리핀은 BRI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8년 4월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BRI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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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당시 양국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하였는
데, 중국기업이 약 9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360) 같은 해 11월
시진핑 주석이 필리핀을 방문할 당시에도 양국은 남중국해 에너지 개발을 포함
해 무역, 인프라, 농업, 교육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하였다.361)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속도로ㆍ철도ㆍ공항 등과 같은 인프라를 대규모로 개발
하고자 하는 ‘Build, Build, Build’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1,800억
달러를 중국은 물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362) 이와 관련해 중
국은 2019년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
하기로 약속하고 에너지 개발, 인프라 정비, 통신 등에 약 120억 달러를 지원하
는 데 합의하였다.363)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는 화인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에서도 최근 화인의 경제력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3개국 또한 자국의 경제적 이해와 중
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헤징의 일환으로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
로 전망된다.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ISEAS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의 선호도가 높은 점과 필리핀과 미얀
마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
다.364) 다만 3개국 모두 정치지도자의 성향 혹은 리더십, 정치 상황에 의해 중
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가치외교를 강조하는 미국이
이들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에 개입 혹은 간섭할 경우 인태 전략에 호의적인 반
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캄보디아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들 국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증한다는 특징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실리주의를 택하며 참여하
360)
361)
362)
363)
364)

鈴木有理佳(2019), pp. 324~325.
鈴木有理佳(2019), p. 325.
庄司智孝(2020), pp. 36-37.
庄司智孝(2020), p. 37 재인용.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는 비율이 아세안 전체에서 3위와
4위로 높게 나타났고, 필리핀과 미얀마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걱정한다는 비율이 각각
1위와 5위로 높게 나타났다(Tang et al. 202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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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용하지만 국가의 특징과 처한 상황에 의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말레이
시아가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는 것과 로힝자 문제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들 국가의 대미 협력 확대를 제한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인태 전략을 통해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에
서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미얀마는 전면
적인 통상관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는 로힝자 사태로 인한 미국과 유
럽의 제재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미국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활
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태 전략이 발표된 2017년 이후 2020년 3월
까지 미국의 OPIC과 최근 설립된 DFC가 미얀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
하고 있다.365) 미국상공회의소와 미얀마 경제단체(UMFCCI)가 2016년 컨퍼
런스에서 금융포용성(디지털), 에너지,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366)
미얀마는 미국이 지원한 아폴로 타워스(Apollo Towers)의 성공을 계기로 금
융과 ITAN 프로그램의 지원도 바라고 있다.367) 미얀마는 개도국으로서 인프
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력 다변화와 역량 개발을 위해 ITAN 프로그램
의 지원 역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ICT 기반 구축, 재생에
너지(폐기물 등) 및 LNG 산업 육성, 도로ㆍ전력 등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보
이고 있다. 특히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필리핀 투
자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필리핀이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고
려할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65) 미얀마는 이 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6건, 8,78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이러한 지원 규모(개수와
금액)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다(DFC, “Active DFC Projects - Map View,”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7. 29)).
366) U.S. Chamber of Commerce, “U.S. Myanmar Commercial Relations: The Next Phase,”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8).
367) Apollo Towers는 OPIC의 지원(2억 5,000만 달러)으로 2015년부터 미얀마 전역에 1,800개의 모
바일 타워를 건설한 사업으로, OPIC은 해당 사업이 미얀마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의 획기적 증가
(2011년, 3% → 2016년, 75%)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Gilston-Kalin Communications 홈페이지,
“OPIC Achieves $1 Billion in Global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Financing”
(검색일: 2020. 6. 19); OPIC, “2016 Annual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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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입장과 대응
가. 대미협력 환경평가
1) 외교ㆍ안보적 측면
가) 비동맹에서 점진적 대미협력 확대
인도는 1947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어떠한 강대국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 비동맹(non-alignment) 외교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외교원칙은 미
국과의 관계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도는 냉전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미국
과 실질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편이었다. 무엇보다 인도는 미국과 아시
아 국제정세에 대한 상당한 전략 인식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대(對)소련 봉쇄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를 추진하였
던 반면, 인도는 비동맹 외교와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추구했기 때문에 양
국의 상호 전략적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368)
그러나 1990년대 냉전 종식과 1991년 소련의 붕괴를 지켜본 인도는 새로운
국제질서, 즉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전략 구상을 모색하기 시작하
였다. 1990년대 초 걸프전의 여파로 인해 인도 경제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인도정부는 경제개혁ㆍ개방정책을 시행하고 글로벌 경제 통합에 편입하는 방
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중점을 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
진하였다.369) 인도의 외교정책 우선 의제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미국 사이 협력에

368) 조원득(2018), p.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미국이 반드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369) 조원득(2018), pp. 10~12. 1990년대부터 인도가 추진하여 온 동방정책은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들어서는 역동적 추진을 강조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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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다. 1990년대 인도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1998년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인도와 미국 관계는 복잡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
의 대외정책 관심사 중 하나가 핵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이었다.370)
이 때문에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행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인도에 대해 발동하는 ‘글렌 수정안(Glenn Amendment)’을 통한 제재를 가
하였다.371)
인ㆍ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
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였
다.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 반면, 부시 대통령
은 취임하면서부터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하였으며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기조를 취할 것을 선언하였다.372) 이러한 미국정부의 대중 인식 변화는
인도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놓았다. 이를 기점으로 인도와 미국은 점진적으로
전략적 접점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양국은 2001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하였다. 미국의 대인도정책 전환은 인도와의 민간 핵에너지 협력(Civilian
Nuclear Energy Cooperation)으로 이어져, 2006년 3월 부시 미국 대통령
과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핵협
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373) 이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경쟁자
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대항세력으로 인도를 끌어들였고, 인도는 미
국으로부터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비확산조약 밖의 유일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374) 이렇듯 2000년대 초 인도와 미국 사이 전략적 협력 가능
성은 증대하였으나 전략적 수렴 정도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370) Pant(2016), pp. 24-25.
371) 조원득(2019a), p. 129. 이 수정안은 미국이 핵 비확산 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무기 개발 및 실험
을 하는 비핵국가에 부과하는 제재 법안이다.
372) “Collision with China: The Negotiations; How Bush had to calm hawks in devising a
response to China”(2001. 4.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8).
373) Pant(2016), pp. 24-25.
374) 「미국-인도 핵 협정 체결 합의」(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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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부상과 미ㆍ인 전략 협력 추진
중국 국력의 급성장은 그간 미국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해오던 인도가 미국과
의 전략적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인이 되었다. 과거 중국은 인도와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고 간간이 군사적 대치나 충돌을 경험해왔지만, 중국의
주무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었던 만큼 인도양 주변 지역에 대한 인도의 주
도권을 위협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남중국해뿐만 아니
라 남아시아ㆍ인도양 지역까지 공세적 활동을 확대하고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원조 및 인프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인도는 이제 육지 국경뿐
만 아니라 해양 영역에서도 중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즉, 이제 중국은 지역경제
와 안보에서 인도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전략적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다.375)
중국이 인도양에서 해군력과 외교력을 확장하는 것은 인도에게 중대한 전략
적 관심사가 되었다.376) 특히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천후 동맹(all-weather
friends)’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다.377) 인도
와 중국 간 경제력ㆍ군사력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인도 주변 국가들
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도
는 인도양 주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안보적 위협
을 느끼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일부로서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
도-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를 포함하고 있어 인도는 이를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378) CPEC은 중국의 신장 지역과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375) 인도 대중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
한 중국에 대한 인도 대중의 비호감 역시 미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조원득(2018) 참고.
376) Ganguly(2017).
377) Sattar, Huma., “China and Pakistan’s All-Weather Friendship”(2015. 3. 1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6. 28).
378) “India Rejects Reference to Kashmir in Pakistan-China Joint Statement”(2020. 3. 18),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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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철도와 가스관으로 연결하여 중국이 전략적으로 아라비아 해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도는 중국의 BRI가 인도양의 핵심 전략 거점에 군사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인도를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이 지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규범에 기반한 질서 유지 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한다. 중국은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통해 인도양에서 중국 본토로부터 수단항에
걸친 해상교통로(SLOC)를 따라 군사적ㆍ상업적 기지와 활동 네트워크를 설정
하였다.379)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협력 및 활동 강화를 위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주변국들에 대한 군사무기 수출과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인도양에 해양정보함의 배치, 원양작전훈련 실시, 동인도양
남해함대 해상훈련 실시 등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시
아 약소국들뿐 아니라 스리랑카, 몰디브 등 인도가 중요시하는 남아시아 지역
약소국들에 대한 BRI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 국가가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게끔
하였다.380) 따라서 인도는 중국이 추진 중인 BRI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과 2019년 연속으로 BRI 포럼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거부하였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중 전
략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양국은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접점을 공유하게 되었
다. 2011년 미국과 인도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강화하기 위
한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Global Strategic Partnership)을 체결하였다. 미
국정부는 인도와의 관계를 미국의 커다란 전략적 기회로 간주하고 인도가 아시
아 전역에 걸쳐 힘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 지배력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로 결
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2017년에 부활시켜 인도로부터 전략적 협력을 이
379) Dabas. Maninder., “Here Is All You Should Know About ‘String of Pearls’, China’s Policy
To Encircle India”(2017. 6.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9).
380) Kwatra, Nikita., “Who is at risk from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debt trap?”(2018.
9.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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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냈다.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협의체 수준을 실무급에서 장관급으
로 격상하고자 인도를 설득하였으며, 인도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다가
2019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첫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381)
미국과 인도의 관계 발전은 양국의 국방협력 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왔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 인도가 미국과 맺은 여러 국
방협정은 군사동맹국들 간에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다.

표 3-9. 미국ㆍ인도 간 국방안보 협력
시기

분야

내용

군사정보보호협정
∙ 군사정보의 전달, 이용, 저장 및 보호의 방법
2002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을 통해 미ㆍ인 간 군사정보 직접 공유
Information Agreement)
2016

군수교류양해각서
(LEMOA: 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 미ㆍ인의 지상, 공군시설 및 항구에서 군대의
물자 공급, 정비 서비스 등 허용

2016

주요 방위파트너 지위 획득
(Major Defense Partner)

∙ 미국과 방위교역 및 기술공유 가능, 동맹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인도에게 허용

전략적 무역허가 1단계 지위 획득
(STA-1: status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 1)

∙ 인도의 전략적 무역허가 1단계 지위 획득
∙ 아시아 국가 중 일본ㆍ한국에 이어 세 번째
지위이며,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조치를 완화

2018

통신 호환성 및 보안협정
∙ 미ㆍ인 양국 간 군사정보 등 포함, 인공위성
(COMCASA: Communication
수집 자료 공유
Comparability and Security Arrangement)

2020

군사지리정보 공유협정
(BECA: Basic Exchange and
∙ 지도나 인공위성 사진 등 양국간 군사지리 정보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공유 가능
Cooperation)

자료: 조원득(2019a), p. 139 바탕으로 재구성.

인도는 미국과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381) Lakshman, Sriram., “Quad’s significance rises as Ministers meet”(2019. 9. 2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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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상호 공급 및 수리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군수양해각서(LEMOA),
2018년 9월 양국 외교ㆍ국방 장관 2+2 회담과 함께 ‘통신 호환성 및 보완협정
(COMCASA)’을 체결하였다. 2020년 10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미ㆍ
인 외교ㆍ국방 장관 2+2 회담을 계기로 군사지리정보 공유협정(BECA)가 체결
되어 LEMOA, COMCASA와 함께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협약 3개
를 완성한 셈이다.382)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남아시아 전
문가인 제프 스미스(Jeff M. Smith) 연구원은 미ㆍ인 2+2 회담이 인도와 미국
관계 강화에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COMCASA와 같은 근본적
인 군사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것은 비동맹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도 내부의 상당한 저항을 극복해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383) 미국은 인도에게 2016년 ‘주요 방위 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도가 미국과의 방위교역과 기술공
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이 동맹국에 판매하는 첨단 군사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인도가 상호 국방협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인도의 대미 무기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로 인해 인도군은 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 시 요구되는 미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3~17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18년 동안 인도는 미
국으로부터 약 3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였다.384) [그림 3-1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인도의 최대 무기 수입국은 여전히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부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82) “Explained: BECA, and the importance of 3 foundational pacts of India-US defence
cooperation”(2020. 1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6).
383) Smith(2018. 9. 11), “COMCASA: Another Step Forward for the United States and Ind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9).
384) “China-India border conflict: US stokes the flame”(2020. 7.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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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인도의 대미ㆍ대러 무기 수입 현황(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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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검색일: 2020. 5. 1~11. 30).

다) 2020년 중ㆍ인 국경 충돌과 미ㆍ인 전략 협력 강화 가능성
지금까지 인도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대미 전략 협력을 추
진해왔다. 특히 인도는 중국이 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BRI에
대해 부정적이고 인도양에서 중국의 공세적 군사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으로서 궁극적으
로 중국과의 공존의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
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나가고자 하는 기
본 입장을 유지해왔다.385) 그러나 최근 인도의 대중국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하여 인도의 대미 전략 협력에도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020년 6월 중국과의 3,488km에 달하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인근에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 유혈충돌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386) 인도와 중국은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국경 충돌은 인도의 정치와 안보에 큰 충격을 주었다.
385) 조원득(2018), pp. 27~28.
386)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을 겪었으며, 마지막 유혈충돌은 1975년에 인도
동북부 국경 지대에서 중국군의 매복으로 인도군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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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는 즉각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라다크(Ladakh)를 방문하여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연설을 하였다. 모디 총리는 연설에서 “확장주의 시대는 끝났
다”고 단언하고 중국의 야욕을 지칭하면서 “전 세계가 확장론자에 대항하고 있
고 오늘날 세계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강조하였다.387) 또한 인
도 정부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틱톡(TikTok), 위쳇(WeChat)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주요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를 금지시켰다. 국방ㆍ안보 조치로서 인도 국방부는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과 여타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52억 달러 사용을 승인하였다.388)
이번 국경 유혈충돌 사건은 강력한 경제적 상호의존이 상호신뢰와 이해를 보
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도에게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과는 무역과 문화 교
류와 같은 전술적 타협은 있을 수 있으나 전략적 수렴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중ㆍ인 국경 충돌 이후 인도 내 여론은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해졌으며 대
중은 중국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 언론 여론 조사에
서 조사에 참여한 60% 이상이 여전히 중국을 응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9%는 국경 충돌 상황에 대한 모디 총리의 대처를 지지한다고 답했다.389) 심
지어 그동안 비동맹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적 자율성에 중점을 두던 인도의 정
책 결정자들조차도 이 사건 이후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
다.390)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도정부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를 찾으려고 모색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전략적 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쿼드에 대한 참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391)

387) “India’s Modi visits Ladakh amid tense border standoff with China”(2020. 7. 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8. 30).
388) Ibid.
389) “Nation trusts Modi to handle bigger enemy China, but await befitting reply: Survey”(2020.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7).
390) “India picks a side in the new cold war”(2020. 6.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5).
391) “India rethinks strategic ties following border clashes with China”(2020. 6. 18),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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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의 경제협력 및 중국과의 비교
가) 교역: 최근의 대미협력 강화와 대중의존도 완화 추세
미국은 인도의 1위 수출국으로 인도의 대미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 등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비중 측면에서 보
면 2000년 인도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일 정도로 인
도의 수출 구조는 미국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 인도정부의 개혁ㆍ개
방 정책의 본격화와 함께 다변화되면서 인도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3% 수준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인도의 수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0년을 기점으로 인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1년까지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고 증가하던 대중
수출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ㆍ정체되었으며, 비중 측면에서 또한 위축되
었다.

그림 3-18. 인도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200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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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OTS(검색일: 2020. 6. 12).

인도의 대미 수입은 2008년 금융위기 즈음을 제외하고 2012년까지 증가세
를 보였으나 루피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인도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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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하락ㆍ정체되었다. 비중 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
속 정체 및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00년대 인도의 대중 수입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00년
대 초반 본격적인 수입개방정책을 펼치고, 2005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체결한 데 기인한다. 비중 측면에서 또한 인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00년 2.9%에 불과하던 중국의 비중은 2016년 17%까
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도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과 대중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9. 인도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입 추이(200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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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OTS(검색일: 2020. 6. 12).

인도는 무역수지 측면에서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 대중국 적자가 증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2010년대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2010년대 인도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미 수입이 정체
를 보이며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한 반면 인도의 대중 수출은 정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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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입이 증가하며 대중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인도 입장에서 대중 수입의존도 및 무역적자 완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2017년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미중 분쟁을 기점
으로 인도의 대미 교역이 증가세를 보이고, 인도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으며, 2019년 6월에는 인도의
GSP 지위를 박탈했다. 인도 또한 이에 대응해 대미 수입품 일부에 대해 보복관
세를 부과하면서 인ㆍ미 양국간 무역 마찰이 발생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인ㆍ미 양국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촉
구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요 시장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와의 협력을 위
해 협상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인도는 인도의
GSP 지위 회복, 미국의 인도 ICT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무역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3-20. 인도의 대미, 대중 무역수지 추이(200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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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OTS(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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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대미 투자협력 강화와 대중 투자유입 견제
미국은 인도의 5대 투자국(2000~20년 3월 누적 기준)으로 투자우회처로
구분되는 모리셔스, 싱가포르,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일본 다음의 2대 투자국이
다.392) 특히 최근 5년간(2015~19년) 미국의 대인도 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
했는데, 지난 5년(2010~14년)과 비교해 미국이 인도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1%p 증가했다.393) 이는 주요 투자국인 일본ㆍ영국ㆍ독일 등의 비
중이 감소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394) 미국의 대인도 투자 증가는 전문과학기
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기업
들의 R&D, IT 등 분야에 대한 대인도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바, 미국의 대인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대 매우 미미한 상태였던 중국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2011년 1억
4,000만 달러(인도로 유입된 전체 투자액 가운데 0.6%)를 투자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대인도 투자는 미국과 유사하게 2015년 이후 급격
히 증가했다. 중국의 최근 5년간(2015~19년) 대인도 투자는 지난 5년간
(2010~14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33%에서 0.86%로 0.53%p 증가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인도 투자가 확대
되는 상황에서 인도정부는 2020년 4월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는 조치를 취했
다. 이 조치는 육로 접경국가(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시 정부승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로, 중국을 제외한
육로 접경국은 해외 직접투자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기에 사실상 중국의 투자를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395) 그리고 2020년 6월 중국과의 국경분쟁 이후
392) 2004년부터 2014년 동안 투자기업의 본사(headquarter) 기준 국별 실제 외국인 투자국은 미국
26.6%, 일본 16.7%, 영국 12.5%, 독일 7.4% 순이다(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 2017, p. 45).
393) CEIC(검색일: 2020. 7. 31).
394) 한편 2015년 이후 싱가포르를 통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이는 인도정부의 모리셔스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개정으로 인해 모리셔스 우회 시 세금혜택이 줄어듦에 따라 간소화된 세제
등 투자 용이성이 큰 싱가포르를 통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395) 이는 2018년 이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의 움직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UNCTAD는 주요국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2018년 외국인 투자의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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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는 △ 중국 애플리케이션(Apps) 59개 사용 금지 △ 중국기업의 투자
제안 보류 △ 정부조달 시 육로 접경국 배제 등 중국 자본 유입을 보다 견제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1. 미국과 중국의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2004~19년)
25.0

4500
미국(좌, 백만 달러)

중국(좌, 백만 달러)

미국 비중(우, %)

중국 비중(우, %)

4000
20.0

3500
3000

15.0
2500
2000
10.0
1500
1000

5.0

500
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CEIC(검색일: 2020. 7. 31).

그림 3-22. 미국의 대인도 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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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투자액 미공개 데이터를 포함
자료: BEA. U.S.(검색일: 2020. 5. 12).

표 3-10.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국
비중 변화
(단위: %, %p)
순위
구분
2010~14년 2015~19년 변화
1
모리셔스
31.73
26.78
-4.95
2
싱가포르
16.62
29.60
12.99
3
네덜란드
7.77
7.79
0.02
4
일본
8.23
7.01
-1.22
5
미국
4.51
6.82
2.31
6
영국
7.50
2.80
-4.70
7
독일
3.76
2.19
-1.57
8 사이프러스
3.54
0.99
-2.55
9
프랑스
2.45
1.21
-1.24
10 케이만군도
0.26
2.35
2.09
13
한국
0.82
1.32
0.51
18
중국
0.33
0.86
0.53
주: 순위는 2000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누적 기준임.
자료: CEIC(검색일: 2020. 7. 31).

거부했으며, 특히 국영기업을 통한 중국의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오태현, 윤
지현, 박나연 202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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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DA: 다자협력 중심
주요 ODA 공여국인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 및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
전략적 ODA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도에 대한 미국의 공적자금(ODA 및 OOF)
비중은 전체 공적자금의 1.3% 수준(2000~18년 누적 기준)으로 인도에 대해
서는 공적자금을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입장에서 또
한 미국의 공적자금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2000년대 인도가 받은
전체 공적자금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5% 내외 수준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
이 있었던 2007년 이후 1% 수준으로 줄었으며 2012년과 2013년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줄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인도는 2005년 G7 이외 국가의 구속성 원조(tied aid)를 사양하는 정
책을 발표하는 등 양자 ODA에 적극적이지 않다.396) 이러한 인도의 국가적 특
성과 더불어 중국과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는 BRI 등
중국의 원조성 프로젝트를 특히 견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 주도
개발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를 다수 활용하
면서 중국 주도의 다자 원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3.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공적자금 및 인도 공적자금 중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비중 추이(200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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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DA+OOF.
자료: OECD. Stat(검색일: 2020. 6. 12).
396) 한편 인도정부는 ODA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2015년 한국정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와 수출금융 90억 달러(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 지원에 합의했으며, 무상원조 협력에 대
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6), 「한-인도 금융패키지 지원 정상적인 합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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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대응
1) 외교ㆍ안보적 측면
인도는 다른 쿼드 참여국과 비교해 중국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왔으며,
미국 인태 전략과의 협력에도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취해 왔다. 하
지만 최근 인도양에서 중국의 부상, 공세적 진출 등과 중ㆍ인 국경 지역에서의
긴장과 충돌로 인해 대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쿼드 국가들과의 외
교ㆍ국방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인도는 인도태평양 협력 국가들 간 실질적 협의체인 쿼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보다 점진적 접근을 취하고 있
다.397) 인도는 다른 쿼드 국가들의 대중국 태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인도가 다른 쿼드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한 후
미래에 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수용적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다면, 중국과 긴
밀한 교역 관계를 갖고 있는 인도로서는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는 과거 쿼드 결성 당시 2008년 호주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쿼드 협의체로부터 탈퇴 선언한 것을 분명히 목도하였기 때문에
호주의 일관성 없는 대중국 정책에 대한 우려가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다.398)
둘째, 인도는 인도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벵골만을 사이에 두고 동
남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이들 국가와 연계성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력을 얻고자 하는 국가 이익을 가지고 있다.399) 따라서 2018년 샹그릴라 대화
에서 모디 총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인도는 아세안 중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국가간 협력 강화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중국 봉쇄라는 쿼드의 안보적 이미지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은
397) Madan(2020), pp. 12-13.
398) Smith, Jeff M., “India and the Quad: weak link or keystone”(2019. 1. 15), 온라인기사(검색일: 2020. 7. 3).
399) De, Prabir., “India’s Act East policy is slowly becoming Act Indo-Pacific policy under
Modi government”(2020. 3.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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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협력체의 강화가 역내 강대국 정치를 부활시키고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
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400) 이에 인도는 쿼드 협력이 대중국 봉쇄와 견제로 비
쳐지는 것을 경계하여 쿼드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머뭇거려 왔다.
그 일례로 인도정부는 2019년 9월 유엔총회 시 별도로 쿼드 4개국 외교장관회
담을 갖고 쿼드 협력 수준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 전까지 협력 수준의 격상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해왔다.
인도태평양 연대에 대한 이러한 인도의 양면적 태도는 인도가 쿼드 국가들
과의 배타적 그룹화(an exclusive grouping)를 추구하기보다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많은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다자적 제휴 정책(multi-alignment
policy)을 선호하는 데서 기인한다.401) 이는 인도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협
의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
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정식 회원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는 과거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
히 전통적 방산 협력국인 러시아, 프랑스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신동
방정책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ㆍ경제ㆍ문화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
에 바레인,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연결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협력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인도의 태도는 최근 인도양에
서 중국의 공세적 활동 증가, 2017년 도클람(Doklam) 지역에서의 중ㆍ인 군
사적 대치와 2020년 6월 국경 유혈 충돌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년간 인도는 쿼드 협력 국가들과 외교ㆍ
안보ㆍ군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ㆍ강화해왔다.
먼저 인도는 2015년 미국, 일본과 함께 일ㆍ미ㆍ인(JAI: Japan-American
400) Saha, Premesha., “The Quad in the Indo-Pacific: Why ASEAN remains cautious”(2018.
2.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3).
401) Hal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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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3자 대화체 결성을 시작으로 2017년에 호ㆍ인ㆍ인니(AII: AustraliaIndia-Indonesia) 3자 협의체를 발족하고 2019년 3국간 연례 해양안보 워크
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인도는 쿼드 협력 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ㆍ
안보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연합작전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과 범위를
보다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도가 여타 쿼드 국가들과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국
방ㆍ안보 협력을 보면 호주, 일본과의 해상합동훈련과 미국을 포함하는 소다자
군사훈련 등 다양하다(부록 5 참고). 또한 인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ㆍ일본과
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협정을 체결하여 쿼드 4개국간 군사ㆍ안보 협
력과 실제 군사작전에서 상호운용성과 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
근히 취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19년 12월 일본과 외교ㆍ국방 장관 2+2 회
담을 처음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방위훈련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402) 이와 함께,
인도는 2020년 6월 모디 총리와 모리슨 호주 총리 간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양
국간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Mutual Logisitic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해양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로 하였다.403)
한편 인도는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인태 비전을 제시하려 하고 있
다. 인도의 인태 비전은 모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핵심
외교ㆍ안보 전략이다.404) 인도가 추구하는 인태 비전의 핵심은 포용성과 균형
유지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자율성 추구이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
용적 지역구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도의 인태 비전은 2015년 발표된 인도 해
군의 해양안보전략(Maritime Security Strategy) 보고서와 2016년 모디 총
리가 제시한 ‘지역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SAGAR의 핵심은 인도
402) “India-Japan 2+2: The combine must now add energy to joint initiatives in third
countries”(2019. 12.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
403) “India-Australia meeting strengthens ties”(2020. 6.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3).
404) 인도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보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인도의 비전(India’s vision of
the Indo-Pacific)’이라고 사용하고 있다(Ministry of External Affairs(India)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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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태평양 간 연계성, 항행과 비행의 자유, 규범 기반 자유무역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단순한 안보적 성격을 초월하는 지역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다.405) 또한 모디 총리는 2016년 6월 미국 의회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 증가하는 불확실성, 현존 위협 및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지배 아닌 협력(cooperation not dominance)’,
‘분리 아닌 연계(connectivity not isolation)’, ‘인류 공동 자산 존중(respect for
global commons)’, ‘배타적이 아닌 포용적 메커니즘(inclusive not exclusive
mechanisms)’,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adherence to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등이 이에 해당된다.406)
모디 총리는 2018년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양자ㆍ
다자 협력, 평화와 존중, 국제법 존중, 대화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동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의 중심에는 포용성, 개방성, 아세안 중심
성과 통합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이나, 제한된
회원만의 모임이나, 지배를 위한 그룹화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인도가 양자 혹은 다자관계를 통해 협력할 것
이지만, 이것은 특정국을 봉쇄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
서 인도는 인태 지역에 포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 강조하였다(표 3-11 참고).

표 3-11.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 주요 내용
핵심
① 자유롭고 개방된 포용적 지역

내용
발전과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역내 모든 국가를

(a free, open, inclusive region) 포용
②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

아세안이 미래의 중심이며, 역내 평화와 안보 구도를 위해
협력을 추구

405) SARAR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것. Padmaja, G., “Revisiting ‘SAGAR’-India’s
Template for Cooperation in the Indian Ocean Region”(2018. 4.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3).
406)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Prime Minister’s remarks at the U.S.
Congress”(2016. 6.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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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핵심

내용

③ 규칙 기반 질서

대화와 공동의 규칙 기반 질서를 통해 공동 번영과 안보를

(rules-based order)

모색

④ 항행과 비행의 자유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보장, 방

(freedom of navigation and

해받지 않는 무역, 국제법을 통한 평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overflights)

법적 권리를 가짐

⑤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무역 체제
(open and stable international
trade regime)

세계화 시대의 보호주의 증가 추세에 대해 규칙 기반의 개방적,
균형적, 안정적 무역과 투자를 위한 해결책 강구
무역 증대, 번영, 지역 통합을 위해 연결성이 중요하며, 이를

⑥ 연결성(connectivity)

위한 주권 및 영토 보전, 협의, 굿 거버넌스, 투명성, 지속가능
성에 대한 존중 기반을 위해 인프라와 신뢰 구축을 우선시

⑦ 협력의 아시아
(Asia of cooperation)

강대국 경쟁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가능함. 경쟁이 갈등으로 변하지 않아야 하며, 가치와
이익의 공유를 토대로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18. 6. 1), “Prime Minister’s Keynote Address at
Shangri La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리적 관심 범위, 둘째, 대중국 시각 차이, 그리고 관여
(engagement)와 이행(commitment)의 차이이다.
첫째, 인도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범위는 걸프 지역과 인도양 섬
나라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대륙 동해안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까지이
다.407) 인도는 인도태평양에서 다른 쿼드 협력국가들과 양자 혹은 소다자 형식
으로 외교ㆍ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전략의 초점은 말라
카 해협의 서쪽이다. 다시 말해, 인도가 지속해서 인도태평양에 걸쳐 정치적ㆍ
외교적 지원활동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도양에 더욱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며, 인도양이 인도의 가장 우선 관심 지역이다.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증가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연대
407) Siddiqui, Huma., “India’s concept of Indo-Pacific is inclusive and across oceans”(2019.
11.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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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사이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이에 인도 역시 신동방정책을 추진 중
이기는 하지만 아세안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주로 외교ㆍ경제적 관여에 집
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안보적 관여를 증대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인도가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은 실질적으로 인도양 비전이고
인도태평양 비전은 아니다. 따라서 모디 정부하에 인도의 전략적 목표는 인도양
에서 역내 주도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인도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 공세적 군사ㆍ외교 활동을 증대하고 영향권을 확대
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는바, 인도양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는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이는 인도가 대중
봉쇄전략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세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관리하고 적절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미국 주도의 배타적 안보 그룹
화에 편승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2018년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모디 총리가 한 기조연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모디
총리는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인도 자체의 인
태 비전을 발표하였다. 인도의 인태 비전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free, open, inclusive)’ 인도태평양을 기반으로 한 상생 번영과 발전을 이룩
하는 것이다.408) 다시 말해, 포용성, 상생번영 및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409)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인도의 이러한 입
장은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을 수용하면서 가지는 딜레마를 교묘하게
피해 간다. 2018년 모디 총리 연설에서 나타난 인도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입장
은 인도가 미국 중심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
지라는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전략에 인도가 동참하는 것으로
40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18. 6. 1), “Prime Minister’s Keynote
Address at Shangri La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409) 모디 인도 총리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중국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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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20년 중국과의 국경 충돌로 인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내 중국에
대한 인식도 더욱 악화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는 인도태평양 연대 국가들로 구성된 쿼드 안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쿼드가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기제
로 발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실상 인도의 쿼드 참여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
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 증가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인도는 이제까지 중국의 반
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쿼드가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쿼드의 안보적 성격을 되도록 부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인도가 미ㆍ일ㆍ인이 주도하는 말라바르(Malabar) 군사훈련에 호주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410) 그러나 2020년 중국과
의 국경 충돌 여파로 인해 인도가 2020년 11월 실시된 말라바르 합동 훈련에 13
년 만에 호주를 공식 참여하게 하는 등 쿼드에 대한 안보화(securitization)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경제협력 측면
인도는 인태 전략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동시에 쿼드 4개국 중 하나로 미국
인태 전략의 주요 역할자(player)이다. 따라서 인태 전략에 대한 인도의 입장
은 아래와 같이 두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다.

가) 인태 전략의 플레이어로서 인도의 입장과 대응: 대아세안 협력을 중심으로
인도의 ’인태 비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동북부 지역의 동남아 국가
들과 연계성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력을 얻고자 하는 인도의 국가이익과
연계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2017년부터 기존의 아태 지역을 ‘인도태평양’으로

410) “India is rather too cautious on the Quad”(2019. 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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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고 2018년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4월 외교부에 인도
태평양 관련부(Division)를 설립하는 등 ‘인도태평양’ 개념을 공고히 하고 인태
지역의 개발 이니셔티브와 연계성/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411)
인도의 인태 비전은 인도의 핵심 외교정책인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412) 인도는 탈냉전 이후 경제자유화 시대에 구소련
의 수출시장을 대체하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아
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했으며, 이에 동남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동
방정책을 수립해 동남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413) 인도는 1992년 아
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이 됨으로써 아세안과의 협력을 본격화했으며, 1996년
에는 아세안의 완전대화상대국, 2002년에는 정상급 파트너가 되었다. 2012년
에는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 맞아 양자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특히 인도는 인도ㆍ미얀마ㆍ태국
삼국 고속도로(India–Myanmar–Thailand Trilateral Highway), 칼라단
복합운송개발계획(Kaladan Multimodal Transit Transport Project), 메콩ㆍ
인도 경제회랑(Mekong–India Economic Corridor), 델리ㆍ하노이 철도
(Delhi–Hanoi Railway Link)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추진을 시작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인도ㆍ미얀마ㆍ태국 삼국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논의 또
는 추진 초기단계에 그쳐 있어 아세안과의 연계성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이 필
요한 상황이다.
인도는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인
도ㆍ아세안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양자 협력 및 다자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는 2015년 미국과 아시아
411) Ministry of External Affairs(India)(2020b), p. 214.
412) 동방정책은 모디 정부 이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으로 발전ㆍ추진되고 있다.
413) 김찬완(2012), p. 41.

166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 대한 공동전략 비전(US-India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을 발표하면서 아
태 및 인도양 지역 협력에 있어 우선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미ㆍ인
공동전략 비전 협력 로드맵을 만들었다. 인도는 또한 2018년 일본과 인도태평
양에 대한 비전 선언문(India-Japan Vision Statement)을 발표했다.
한편 인도는 인태 지역에 있어 미국 및 일본과의 삼각협력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ㆍ인ㆍ일은 2018년부터 G20 정상회의 기간 삼자 정상회담을 개최하
고 있으며, 1차, 2차 회담의 주요 안건에 미뤄볼 때, 미ㆍ인ㆍ일은 인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차 삼자 회담 시 인태 지
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세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해양안보와
연계성을 강조했다.414) 그리고 2019년 진행된 2차 회담에서는 해양, 사이버 안
보 및 양질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415)

나) 미국 인태 전략의 협력 대상국으로서 인도의 입장과 대응
인도는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다
르게 경제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의 대미 경제협력 및 중국과의 비교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도는 투
자 및 ODA 측면에 있어 중국의 협력을 견제하고 있으며, 교역 측면에서 중국
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 무역적자를 완화하고자 한다. 인도는 경제
적 측면의 대중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최근 인도와 미
국의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인도의 1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5년간 미국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인태
전략 추진과 함께 3대 협력 분야인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협력 또한
4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Japan)(2018), “Japan-U.S.-India Summit Meeting,”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5. 18).
4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Japan)(2019), “Japan-U.S.-India Summit Meeting,”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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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고 있다.
미국 인태 전략 3대 협력 분야 가운데 인도와의 협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 최근 미국은 인도에 전략적으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Asia EDGE 차원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416) 미 에너지국과 인도 석유ㆍ천연가스부는 US-India Gas Task
Force(GTF)를 설립해 협력하고 있는데, 이는 Asia EDGE 양자 사업 가운데
주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GTF는 시장 및 규제(Markets & Regulation),
가스 그리드 강화(Gas Grid Strengthening), 가스수요 증진(Gas Demand
Growth)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ㆍ인 에너지 협력 및 교역
촉진에 있어 핵심적 권고를 제시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417) 또한 미국
은 인도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U.S.-India Clean Energy Finance
(USICEF)를 설립해 미국의 개발금융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를 통한 자금 지원을 포함해 인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418) 이외에도 Greening the Grid 사업
을 진행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통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419)
2018년 인도의 국경간 전력거래지침 개정 지원을 통해 네팔 및 방글라데시의
인도 전력망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인도와 미국은 2018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India-US strategic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하면서 △ 석유와 가스 △ 전력 및 에너지 효율
△ 재생가능에너지 및 지속가능 성장 △ 석탄 등 네 가지 주요 협력 분야를 선정

416) Asia EDGE 네 가지 중점영역: △ 유틸리티의 현대화 △에너지 기술의 배치 증가(에너지 수요 관련):
배터리 저장,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최신 가스 시스템, 에너지 효율 등 △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달,
법률 및 규제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지역 에너지 통합 및 거래: 전력 및 가스 거래 법률 및 규제 마련,
천연가스 및 LNG 수입을 위한 다운스트림 시장 중점(USAID 홈페이지a, 검색일: 2020. 6. 20).
417) USAID 홈페이지b(검색일: 2020. 6. 20).
418) USICEF는 2017년 1차 지원 대상 기업 5개를 선정하고 총 90만 달러의 지원을 한 데 이어 2020년
4월 현재 5차 지원 기업을 선정했다(USICEF 홈페이지, 검색일: 2020. 6. 20).
419) Greening the Grid는 USAID(USA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대부분의 아태 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며, 남미와 아프리카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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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420) 2020년 2월 가장
최근 개최된 인도ㆍ미국 정상회담 선언문을 보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에너지 협력이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부문 간의 연계와 혁신 확대,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촉진시킨다고 언급했으며, 최근의 LNG 계약을 환영하고 논의 중인 원자
력 협력의 본격적 추진을 독려하는 등 민간 분야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도 강
조한 만큼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421)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
도에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재원 조달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
참여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미국과 인도는 미ㆍ인 인프라
협력 플랫폼(U.S.-India Infrastructure Collaboration Platform)을 설치,
푸네 스마트시티 사업에 지방채(municipal bonds) 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푸네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적 협력을 계기로 미 재무부는
5개의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인도의 6개 도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기술 협력 지원을 약속했다.422) 이처럼 미국은 향후 인도 인프라 분야 재
원 조달과 관련해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분야는 민간 협력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인텔, CISCO,
IBM 등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인도에 기진출했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IT 기업의 인도 디지털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양
국의 민간 디지털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와 미국
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미ㆍ인
사이버 관계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the U.S.-India Cyber
420)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India) 온라인 보도자료(2020. 7. 17), “Joint Statement
on U.S.-India Strategy Energy Partnership”(검색일: 2020. 7. 20).
421) The White House 홈페이지(검색일: 2020. 6. 19).
422) “US treasury department to handhold six cities on municipal bonds”(2020. 2. 22),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us-treasury-depart
ment-to-handhold-six-cities-on-municipal-bonds/articleshow/74251701.cms?utm_
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검색일: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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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를 구축해 사이버 안보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력을 확대했
다.423) 한편 인도는 미국의 중국산 5G 장비 제재에 대해 2020년 6월 중ㆍ인
간 국경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국경분
쟁을 계기로 인도 국영통신사의 중국산 장비 사용에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5G 제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소결
지금까지 미국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
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안보ㆍ외교ㆍ경제 등 모든 면
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면서도,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
할 힘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막강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정치ㆍ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대미 관계 설정에 있어 중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정의하고 대중국
견제임을 명확히 밝히는 인태 전략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트럼
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인태 전
략 수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일례로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 그 어느
국가보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나, 미국은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와 환율 조작 의혹을 들어 통상 압력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할 유일한 국가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협력의 강도와 범위는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와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3) Obama White House 홈페이지(검색일: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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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가장 높은 베트남
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
의 균형 유지를 위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과 필리핀
은 미국과의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며, 인
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 해양역량 강화에 대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부정적 입
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인태 전략의 경제협력 투
자 규모가 BRI에 훨씬 못 미치기는 하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대
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며 인태 전략은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인태 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인태 전략의 글로벌 표준 준수 요건과 동남아 인권 문제에 따른 미
국의 제재는 미국의 대아세안 투자를 저해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세안과 달리 인도는 미국 인태 전략의 주요 역할자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
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 비동맹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내
부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양자 군사ㆍ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쿼드 참여국에 비하면 다소 소극적이나 쿼드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경제
적 측면에서도 2019년 들어와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의 1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투자협력 또한 강
화되고 있다. 다만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
쇄정책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쿼드 협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
도는 인태 핵심지역인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특히 연계성 강화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에 동력을 얻고자 하나, 부족한 재정 등 난관에 부딪혀 이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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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6월 발생한 국경유혈사태로 인도-미국의 전략ㆍ경제적 협력
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동맹 원칙을 고수했던 인도는 이 사건 이
후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쿼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424) 경제 면에서도 5G 배제 움직임, 59개의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사
용금지, 공공조달 시 육로 접경국가 참여 제한 등 대중 견제 조치를 취하였다. 6월
유혈사태 이후 주요 경제협력국인 중국과의 협력이 약화됨에 따라 인도는 미국
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이 인태 전략을 통해 에너
지, 인프라, 디지털 3대 분야에 대한 대인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양국간 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
타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
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
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
하였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
계성, 기후변화, 재해ㆍ재난, 해양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아세
안 다자협력체제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재확인시켰다. 이는 아
세안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얼마나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지, 인태 전
략과의 협력 추진에 있어 안보ㆍ전략적 동기보다는 경제 및 개발 협력을 중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이 아세안 중심성
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아세안 회
원국과의 양자 협력을 추진할 경우라 할지라도 아세안 중심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및 아세안 연계성(MPAC) 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424) “India rethinks strategic ties following border clashes with China”(2020. 6. 18),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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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추진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나 친중 노선에 가까우며,

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추진

중립노선과 실리외교를 지향하며 미국과는 자국 해양

관계 및 안보협력은 유지할 전망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수준의 동맹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행보 견제를 위해

을 사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 지원

역내 균형 및 안전한 SLOC 확보를 위해 중국의 반발

국의 군사적 팽창 견제

하긴 하나, 인권 문제로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

라오스

어려움

캄보디아 중국에 편승하는 국가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기대하기

미얀마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

브루나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소극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자료: 저자 작성.

국가

미미한

협력이

협력 추진

소극적

협력 추진

적극적

신중하지만

외교안보

미ㆍ인 양자 협력 및 쿼드 협력을 통해 인도양에서 중

활용 국가

소극적

활용 국가

적극적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경제협력

경제협력을 마다하지는 않을 상황

자국의 경제성장 및 대중국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해 미국과의

역량강화 등의 협력 확대 희망

BRI 참여 속 미국과의 협력 확대, 특히 개발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 제기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미국과의 경제

기대

전력ㆍ도로ㆍ철도ㆍ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미국의 협력

전망

BRI와 인태 전략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리를 추구할

희망

미국의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라며, 미국과의 FTA 체결, 교역 확대, 에너지 협력 등을 희망

인태 전략이 BRI 견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에 기여해주길 바

투명하고 경쟁적인 조달 프로세스 도입 등의 협력 희망

사이버 안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역내 법ㆍ규제 제도 개선,

인프라 협력 강화

BRI 견제를 위한 소다자협력 추진 및 미국과의 디지털, 에너지,

표 3-12.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본 장에서는 한ㆍ미 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과 관련해,
신남방국가가 어떤 협력수요를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경제협력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3대 분야에 대한 국별 개발 방향과 전
망을 살펴보고, 분야별 발전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이들 국가
의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을 도출한다. 단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고 데이
터가 부족하거나 분석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여, 그 분석 대상
을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필리핀ㆍ태국ㆍ베트남)
과 인도로 한정한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이슈의 성격상 소다자 및 다자협력이
요구되므로 개별국 협력수요가 아닌, 아세안 차원의 협력 이슈를 중심으로 협
력수요를 고찰한다. 본 장에서 분석된 협력수요는 5장의 한ㆍ미 협력 기회 분
석 및 협력방향 도출에 활용될 것이다.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가. 주요국의 분야별 개발 방향 및 전망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을 제
조업에 접목하는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식음료ㆍ자동차ㆍ섬유ㆍ전자ㆍ화
학 분야를 우선순위로 선정했다.425) 이어 2019년에 발표한 「2020-2024 국가
중기개발계획」에 따르면 도시 인프라 개발 부문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및 생
425) Ministry of Industry of Indonesia(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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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개선 △ 인터넷 속도 향상 △ 광통신 네트워크 범위 확대 △ 디지털 방송 전환
△ 새로운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중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을 5대 인프라 개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426)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
부는 정보통신 및 디지털 개발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
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1차 에너지 공급원은 원유(38.8%), 석탄(33%), 가스
(19.7%), 수자원(2.7%), 바이오디젤(1.9%) 등의 순으로 원유 및 석탄 비중이
높다.427) 노후화된 원유 생산설비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지난 10년간 원유 생
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에너지 수요 증가로 원유 수입 및 가스ㆍ
석탄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428)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5.6%로
가정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30년 동안 자국의 총 에너지 수요가 연
평균 5%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429) 정부는
산업활동과 차량이용 증가로 산업용 및 차량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지
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2050년에는 전력수요가 전체 에너지별 수요에서 35%
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430) 이에 따라 정부가 ‘발전용량 3만 5,000MW 증
설계획(35,000MW Plan To Power the Nation)’을 통해 발전소 건립 및 전
기 송배전 설비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속적인 에너지 및 전력생
산 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2025년까지 99.7%의 전기보급(electrification) 달성, 2025년까
지 매년 1%씩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절약, ‘에너지로드맵 2050’에
따른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3%, 2050년까지 31%로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6%, 2030년까
426)
427)
428)
429)
430)

Leonard VH Tampubolon(2019), pp. 7-8.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2019), pp. 10-11.
Secretariat General of the National Energy Council of Indonesia(2019), pp. 2-4.
Secretariat General of the National Energy Council of Indonesia(2019), p. 21.
Secretariat General of the National Energy Council of Indonesia(2019),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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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9%, 2030년까지 41% 저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431)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나아가 제조업 육성과 외
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개선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
해 2016~17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기 집권 기간 중 ‘국가전략프로젝트 이
니셔티브(National Strategic Project Initiative)’를 발표하여 4,197조 루피
아(약 3,1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중교통, 댐, 전력 등 245개 프로젝트와 2
개 프로그램을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하였다.432) 2019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기존 인프라 개발정책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2020년 인도네시아 총 예산안(2,540조 루피아) 중 인프라에 대한 정
부지출은 약 16%(423조 루피아, 약 300억 달러)로 책정되었다.433) 2019년
발표된 「2020-2024 국가중기개발계획」에 따르면, 기본 인프라와 경제 인프
라 개발계획하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식수 확보, 다목적 댐 건설, 물 생산성
향상, 철도 연장, 공항 건설, 도로 확충, 해상운송 확대, 대중교통 개선 등을 주
요 인프라 개발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인프라 개발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
로 전망된다. 아울러 2045년까지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지역으로의 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31) IEA 홈페이지, “Indonesia”(검색일: 2020. 6. 18).
432) KPPIP 홈페이지, “National Strategic Projects”(검색일: 2020. 6. 18).
433) 허유진(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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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인도네시아 「2020~2024 국가중기개발계획」의 인프라 개발 프레임워크
Basic Service
Infrastructure

자료: Leonard VH Tampubolon(2019), p. 7.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후반 멀티미디어 슈퍼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을 설립한 이후 아세안 내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ICT 기술 및 인프라
를 보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
며, 2016년 이를 뒷받침할 종합전략으로 2016년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
(Mid-term review 11th MP: Mid-term review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이하 제11차 MP)」과 「공공분야 ICT 전략계획 2016-2020
(PSISP: Public Sector ICT Strategic Plan 2016-2020)」을 발표하였다. 말
레이시아는 제11차 MP(2016-2020)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도입을 천명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브로드밴드 연결성 향상, 브로드밴드의 가용성과 품질 개선, 디지털 지상
TV(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로의 전환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434)
434)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of Malaysia(2018), pp.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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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분야 ICT 전략계획(PSISP)」의 중점시책으로 통합된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지향 정부, 공유서비스 최적화 및 사이버 안보 강화, 협동적이고 역동적
인 IT 거버넌스, 전문적이고 유능한 노동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435) 국가
전자상거래위원회(National e-Commerce Council)가 주도해 발표한 국가
전자상거래전략로드맵(National e-Commerce Strategic Roadmap) 역시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2020년까지 GDP에 대
한 전자상거래의 기여분을 1,140억 링깃(약 254억 달러)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436) 특히 말레이시아는 디지털경제공사(MDeC: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력
분야는 ICT 서비스, 전자상거래(e-commerce), 산업의 ICT화, ICT 무역과 콘
텐츠 등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 역시 촉구하고 있는데, 주요 분
야로는 IoT, Big Data, AI, e-commerce,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이 있다.437)
에너지 분야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제11차 MP(2016-2020)」에서 에너지
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① 에너지 관계자 간의 조정 및 협력 강화 ② 석유ㆍ가
스공급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 ③ 석유ㆍ가스 부문 성장 ④ 전력 부문의 안정
성 확보를 위한 공급다양성 실현 ⑤ 전력 부문의 지속가능성, 효율성 및 신뢰성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438) 말레이시아는 이를 위해 전력발전량을 2015년
15만 8,843GWh로부터 2020년 19만 1,937GWh로 늘리기로 했는데, 석탄
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이고 가스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439) 이를 위해 말레
이시아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가스화력발전 6.7GW, 석탄화력발전
3GW, 수력발전 889MW, 태양광발전 280MW 등 총 10.9GW의 전력을 추가

435) Malaysian Administrative Modernis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Unit(2016), p. 14.
436) Osman(2016), p. 2.
437)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디지털 경제 구축 노력에 중국의 알리바바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디지털경제공사(MDeC)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와
함께 디지털자유무역구(DFTZ)를 설립했다.
438) 石油天然ガスㆍ金属鉱物資源機構(2020a), p. 142.
439) 石油天然ガスㆍ金属鉱物資源機構(2020b),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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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할 계획이다(그림 4-2 참고).

그림 4-2. 말레이시아 반도의 추가 발전계획(2017~26년)
(단위: MW)
수력, 889

태양광, 280

석탄화력, 3,000

가스화력, 6,682

자료: 石油天然ガスㆍ金属鉱物資源機構(2020b), p. 12 재인용.

아세안 선발개도국 중 비교적 인프라가 양호한 말레이시아도 경제성장을 뒷
받침할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1차 MP(20162020)」는 2018년 수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분야로 통합 수
송시스템 개발, 물류 강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 물 서비스 향상, 에너지 공급
지속 등을 선정하고 있다.440)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철도ㆍ항만ㆍ도로
등과 지역경제회랑이다. 철도 부문은 연기와 추진을 거듭하고 있는 쿠알라룸푸
르-싱가포르 고속철도(Kuala Lumpur-Singapore High-Speed Rail)와 동
부해안철도(ECRL: East Coast Rail Line)가 대표적이고 기존 철도를 현대화
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ECRL의 경우 107억 달러에 달하고 클랑밸리(Klang
Valley) 주변의 MRT2와 MRT3도 각각 77억 달러와 54억 달러 규모의 큰 프
로젝트들이고 케리섬(Carey island) 항구 개발에는 약 34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441) 도로 부문 주요 프로젝트는 11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440)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of Malaysia(2018),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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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을 연결하는 범(凡)보르네오(Pan-Borneo)
고속도로(길이 2,239km, 약 69억 달러 규모)도 포함되어 있다.442) 도로 부문
에는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한 MRT와 LRT 등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것
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제9차 말레이시아계획을 통해 이
스칸다르(Iskandar), 북부(Northern), 동해안(East Coast), 사바, 사라왁으
로 구성된 5개의 광역 경제개발회랑(economic development corridor)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
를 중국의 BRI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 미얀마
2019년 2월 발표된 미얀마 디지털 경제 로드맵(Myanmar Digital Economy
Roadmap) 2018-2025는 정부의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교역, FDI 유입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 로드맵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비중 향상(2019년 0.5% → 2025년 30%), 디지털 산업에 대한 FDI 유
치 증가(2019년 60억 달러 → 2025년 120억 달러) 등 14개 목표를 설정하였
다.443) 우선 개발 분야로는 교육, 보건, 농림어업 및 축산업, 관광업, 제조업 및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기술 부문 및 스타트업 생태계, 디지털 교역, 교통 및 물
류가 있다.444)

441) Fitch Solutions(2020b), pp. 17-18.
442) Fitch Solutions(2020b), p. 13.
443) Digital Economy Development Committee, “Myanmar Digital Economy Road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4); Oxford Business Group 홈페이지, “Myanmar’s new digital strategy
improves ICT development and network readiness”(검색일: 2020. 7. 4).
444) Digital Economy Development Committee, “Myanmar Digital Economy Road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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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얀마 디지털 경제 로드맵 2018~2025의 주요 목표
목표

현행

2020년

2025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교역
1.

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 전환

-

10%

30%

2.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

20%

50%

3.

디지털 금융서비스 거래

0.5%

15%

30%

4.

WEF 국가경쟁력평가 네트워크 준비도 순위 개선

138

130

120

157

155

145

디지털 정부
5.

UN 전자정부 평가순위 개선

디지털 연계성
6.

이동전화 가입 비율

48%

50%

55%

7.

인구 대비 모바일 네트워크 커버리지 비율

92%

93%

98%

8.

ITU ICT 개발지수 순위 개선

135

130

120

디지털 기술과 포용성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율

40%

45%

50%

10. 연간 공인기술 관련 졸업생 수

9.

2,500

5,000

10,000

-

10만 명

30만 명

100

97

90

60억 달러

80억 달러

120억 달러

-

125

120

11. 디지털 경제 고용인 수
디지털 안보
12. ITU 글로벌 사이버안보지수 순위 개선
디지털 혁신
13. 디지털 산업에 대한 FDI 유치 확대
14. 글로벌혁신지수 순위 개선

자료: Digital Economy Development Committee, “Myanmar Digital Economy Road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4); The World Economic Forum, “2: Country/Economy Profiles Myanm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4).

미얀마 정부는 2018년 통신사업자들에게 2%의 이윤세를 부과하고 이를 샨주,
꺼잉주, 꺼친주, 여카잉주 등 농촌 지역에 기초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
하는 정책(Universal Service Fund)을 발표하였다.445)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을 고려할 때 향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인
프라 투자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445) Oxford Business Group 홈페이지, “Myanmar Universal Service Fund supports mobile
signal coverage growth”(검색일: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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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는 국가전력화프로젝트(NEP: National
Electrification Project)를 들 수 있다. NEP는 그리드 확장과 신재생에너지
를 활용한 전력보급률 향상 정책이다.446) 미얀마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전국
720만 가구의 전력보급률을 2020년까지 50%, 2025년까지 75%, 2030년까
지 100%로 높이고자 한다.447) 한편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2019년 비수력
신재생에너지가 총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1년까지 8%, 2025년
까지 12%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448) 이는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정부의 인프라 개발정책은 2018년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에서
엿볼 수 있다. 미얀마 정부는 MSDP에서 고용창출 및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우
선개발과제로 인프라 구축을 선정하였다.449) MSDP는 고속도로 개선 및 건설,
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 거버넌스 개선, 고용 효과가 큰 인
프라 건설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50) 미얀마 정부는 MSDP 개발 우선순
위에 따라 2019년 2월 30대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451) 총
30건의 프로젝트 중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가 18건으로 최대 비중
(60%)을 차지하며, 에너지(6건), 석유화학(3건), 도시개발(2건), 환경(1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446)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홈페이지, “NEP
Plan”(검색일: 2020. 7. 6).
447) Castalia(2014), p. i; IEA 홈페이지, “Myanmar National Electrification Project(NEP)”(검색일:
2020. 7. 6).
448) Souche, Greenlee, and Seibert(2019), p. 1.
449) 정재완, 김미림(2018), pp. 6~7.
45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2018), pp. 38-39.
451) AD Shofar 온라인 보도자료(2019. 2. 10), 「미얀마 정부 개발 프로젝트 30개 우선순위 계획 발표」
(검색일: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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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미얀마 정부의 30대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
① 양곤-바고-만달레이 고속도로 개선
② 양곤-파테인(Pathein)-Ngayokekung 고속도로 건설
도로
(7건)

③ 양곤 내부순환로 건설
④ 양곤 외곽순환도로 건설
⑤ 만달레이-사가잉(Tigyaing)-무세 고속도로 건설
⑥ 꺼친주 미치나(Myitkyina)-사가잉 고속도로 건설
⑦ 네삐도-짜욱퓨 고속도로 건설
① 꺼친주 바모(Bahmo) 내륙항 건설

항구
(5건)

교통
(18건)

② 마궤구 파코쿠(Pakokku) 내륙항 건설
③ 마궤구 에야와디 강 유역 내륙항 건설
④ 사가잉구 칼레와(Kalewa) 내륙항 건설
⑤ 사가잉구 몽유와(Monywa) 내륙항 건설

철도

① 만달레이-샨주 무세(Muse) 철도 신설

(2건)

② 사가잉구 Tamu-Kalay-만달레이 철도 신설

공항

① 여카잉 주 Mrauk-u 공항 건설

(2건)

② 여카잉 주 탄 드웨(Thandwe) 공항 건설

교량
(1건)

① 꺼잉 주 파안 파안교 신설

교통 인프라
관리체계 수립

① 전국 차량 전자등록시스템 구축

(1건)
① 양곤 탄린(Thanlyin) 통합정제소 및 석유화학단지 신설
② 양곤 고효율 가스발전소
에너지(6건)

③ 전국 유틸리티용(utility scale) 태양광 프로젝트
④ 만달레이 중부 예와(Yeywa) 친환경 저비용 수력발전소
⑤ 꺼잉 주 파안(Hpa-An) Thaukyegat (1) 수력발전소
⑥ 에야와디 파테인(Pathein) Chaung Tha 풍력발전소(30MW)
① 마궤 Chauk 비료공장 매각

석유화학(3건)

② 마궤 Chauk Kyun Chaung 비료공장 신설
③ 마궤 Aung Lan Kyaw Zaw 비료공장

도시 개발(2건)
환경(1건)

① 양곤 Hlegu 친환경도시 개발
② 만달레이 핀우린(Pyin Oo Lwin) 리조트 신도시 개발
① 양곤 Hlaing Tharyar 타운십 산업폐기물 관리 민관협력(PPP) 사업

자료: AD Shofar 온라인 보도자료(2019. 2. 10), 「미얀마 정부 개발 프로젝트 30개 우선순위 계획 발표」(검색일: 2020.
7. 6); “Govt announces ‘project bank’ to get Myanmar building”(2019. 1.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6).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 185

4) 필리핀
2017년부터 필리핀 정부는 ICT 도입 확대 및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한 전국
광섬유 케이블 및 무선통신 구축을 위해 「국가광대역계획(NBP: National
Broadband Plan)」을 추진하고 있다. NBP는 디지털 경제로 경제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빠르고 안정적인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
부가 관련 정책, 규정,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452) 더 나아가 필
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2019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도입을 위해
「2022 필리핀 디지털 전환 전략(Philippine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2022)」을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2022년까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효율적인 행정 운영,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 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 기반의 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453) 향후 ICT 도입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2022년까지 100% 전력보급 달성,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를 201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절약, 에너지 소비를 2030년까지 매년
1.6%씩 절감, 신재생 기반의 전력생산설비를 2010년 기준에서 2030년 15GW
로 3배 증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BAU 기준으로 70% 저감을 목표
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454) 필리핀의 「2016-2040 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2016-2040)」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연평균 5%씩 증가하
여 2040년에는 4만 9,287MW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455)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이나,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리
핀 에너지원의 주요 구성원인 석탄 기반의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정부 투자
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456)
452)
453)
454)
455)
456)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2017), prefac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 the Philippines(2019), p. 5.
EIA(2019), p. 53.
Department of Energy of the Philippines(2017), p. 2.
Fitch Solutions(2020c),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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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수준이 전 세계 141개국 중 9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457) 필
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인프라 황금기(Golden age of
infrastructure)’를 내세우며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인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이하 BBB 프로그램)’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BBB 프로
그램은 2022년까지 필리핀의 생산비용 감소, 상품과 사람의 이동 효율성 향
상, 저개발 지역 소득 향상 및 지역 개발 확대, 17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
표로 한다. BBB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두테르테 행정부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지출 비중을 이전 정권의 GDP 대비 평균 2.9%에서 7.3%로 확대하며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458)

표 4-3. 필리핀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2016~22년)

부문
교통

프로젝트 수
53

예시비용
(백만 페소)

비중(%)

2,036,931.45

93.72

도로

34

565,872.80

26.04

철도

9

1,320,422.80

60.76

항공

6

123,157.61

5.67

해상

4

27,478.24

1.26

수자원

15

129,709.99

5.97

전력/에너지

4

748.88

0.03

사회 인프라

3

5,961.00

0.27

75

2,173,351.32

100

총계

자료: Congressional Policy and Budget Research Depart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 of the
Philippines(2019), p. 1 재인용.

BBB 프로그램은 총 75개의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11월 기준 총 44개가 실행 중이고, 24개가 개발, 7개가 검토 중에 있다.459) 이
457) WEF(2019), p. 463.
458) Congressional Policy and Budget Research Depart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 of the Philippines(201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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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7개 프로젝트(2조 페소)와 12개 프로젝트(1,385억 페소)가 각각 ODA와 정
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인프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460)

5) 태국
태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성장전략으로 Thailand 4.0을 추
진 중이다.461) 태국정부는 기존에 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5대 산업(자
동차, 전기전자, 의료관광, 바이오 농업,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함과 동시
에 신규 5대 산업(로봇산업, 항공ㆍ물류, 바이오 연료ㆍ화학, 메디컬 허브, 디
지털 경제)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462) 또한 가치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통적 농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소상공인을 스타트업 기업으로
전환하고 비숙련노동력을 전문ㆍ기술인력으로 육성하며, 서비스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고, 기술을 구매하는 국가에서 기술을 창출하는 국가로 도약하
고자 한다.463) 우선 혁신 분야는 스마트시티, 저탄소 사회, 메디컬 허브, 태국
식품혁신 중심 연구단지(Food innopolis), 수자원관리 기술 등이다.464)
태국정부는 Thailand 4.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인프라 개발 정책인 동
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정책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465) 즉 태국 동부에 위치한 라용(Rayong) 주, 촌부리(Chonburi)
주, 차층사오(Chachoengsao) 주의 인프라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산업을 유
459) Congressional Policy and Budget Research Depart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 of the Philippines(2019), p. 1.
460) Congressional Policy and Budget Research Depart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 of the Philippines(2019), p. 2.
461) Bukht-Rumana and Richard Heeks(2018), “Digital Economy Policy: The Case Example
of Thailand,”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462) CEBIT ASEAN Thailand 홈페이지, “What is Thailand 4.0?”(검색일: 2020. 6. 30);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Thailand 4.0 – a new value-based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463) “Thailand 4.0, what do you need to know?”(2016. 9.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30).
464) 「[르포] 동남아ㆍ인도 시장 거점 태국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짚다(종합)」(2016. 5. 31); “Royal Thai
Embassy 홈페이지, “-Thailand 4.0-”(검색일: 2020. 6. 30).
465) EEC 홈페이지, “Why EEC – Government Initiative”(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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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자 한다.466) EEC 개발계획은 4대 분야(△ 인프라 △ 비즈니스ㆍ산업 △
관광 △ 신도시)와 15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① U-Tapao
국제공항의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로의 개발 ② 돈므앙 국제공항
(Don Mueang International Airport), 랏끄라방역(Ladkrabang station),
U-Tapao 공항 간 고속철도 연계 ③ 람차방(Laem Chabang) 항구 개발(3단
계) ④ 항공기정비단지(MRO)센터 ⑤ 맵타풋(Map Ta Phut) 항구 개발 3단계
사업은 태국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5대 사업이다.467)

표 4-4. 태국 EEC의 4대 분야와 15대 사업
분야

사업
① U-Tapao 국제공항의 에어로트로폴리스로의 개발 ② 공항 간 고속철도 연계

인프라

③ 람차방 항구 개발 ④ 맵타풋 항구 개발 3단계 ⑤ 사타힙 상업항구 개발
⑥ 해항 간 이중철도 연계 ⑦ 고속도로ㆍ도로 건설

비즈니스ㆍ산업
관광
신도시

⑧ 전기자동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⑨ 항공ㆍ로봇ㆍ스마트 전자산업
⑩ 첨단석유화학ㆍ바이오 경제 ⑪ 메디컬 허브
⑫ 파타야, 1,000만 명 이상 방문 관광지로의 개발
⑬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ㆍ자유무역지대 ⑭ 차층사오ㆍ파타야ㆍ라용 신도시 개발
⑮ 공익 설비

자료: “EEC investment set to exceed forecast”(2019. 2.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4, 7. 7); SchwabKlaus(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p. 55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태국은 산유국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
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에 태국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태국 통합 에너지 청사진(Thailand Integrated
Energy Blueprint) 2015-2022」은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6년까지 30%로 높임과 동시에, LNG 수입 인프라 건
466) 태국 KPMG 홈페이지, “Industry Focus–Eastern Economic Corridor(EEC)”(검색일: 2020. 7. 1);
Asean Briefing,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 What You Need to Know,”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7. 1).
467) “EEC investment set to exceed forecast”(2019. 2.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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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468) 「2018 전력개발계획
(PDP: Power Development Plan)」은 2036년까지 석탄이 총발전량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7%까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9%까지 높이고자 한
다.469) 즉 태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천
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표 4-5. 태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분야
효율성

정책목표
∙ 2036년까지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30%로 감소
∙ 2036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증가

신재생에너지 ∙ 2037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발전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36%로 증가
교통
기후변화

∙ 2036년까지 전기차 대수 120만 대, 충전소 690개소로 확대
∙ 전력 부문의 CO2 배출량 0.413kg에서 2037년 0.283kg으로 감소
∙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Business As Usual 수준 대비 20%로 감축

자료: IEA(2019), p. 54.

6) 베트남
베트남은 2010년부터 ICT 마스터플랜(Decision No.1755/2010), 국가행
정운영전자화계획(Decision No.1605/2010), 전자상거래발전계획(Decision
No.1073/2010), 정보안보발전계획(Decision No.63/2010) 등을 제정해 디지
털 경제 구축을 준비하였다.470)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정책은 2017년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능력 강화에 대한 총리령(Directive on the
strengthening of the ability to acces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rective 16/2017/CT-TTg)」이다. 총리령을 통해 베트남은 디지털 인프라
468) Ministry of Energy(2018), “Thailand’s Energy Policy and Implementation for SDG 7,”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7. 3).
469) IEA(2019), p. 67.
470) 大和総研(2018),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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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디지털 기술,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471) 산업통상부 결정
문(Decision No. 4246/2017/QD-BCT)은 이를 위한 세부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베트남은 2020년 하반기에 작성할 10개년(2021~30년) 사회경제개발
전략(SEDS)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개발은 물론 IoT, AI, 5G와 블록체인 등을 본격 도입 및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베트남은 2020년 6월 디지털 경제 구축 정
책의 일환으로 「2030년을 겨냥한 2025년까지의 국가디지털전환프로그램
(Program for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by 2025 with Orientations
towards 2030, Decision 749/2020/QD-TTg)」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
에 의하면,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GDP 비중 20%, 연간 생산성 향상 7%, 세계 ICT 개발지수(IDI) 50위,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50위, 글로벌 혁신지수(GII) 35위, 글로벌 사이버안보지수
(GCI) 40위 등을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472)
에너지의 경우, 2016년 「국가전력개발계획 Ⅶ(PDP Ⅶ: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VII)」을 개정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수급계획
을 다시 수립하였다. 개정된 PDP Ⅶ에 의하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연평균
7%의 GDP 성장률과 사회ㆍ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할 계
획이며, 이를 위해 전력생산을 매년 10% 정도씩 확대함과 동시에 석탄화력발
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그리드 도입 확대, 2020년까지 농촌 지
역의 전력 접근성 100% 등을 추구하기로 했다.473) 개정 PDP Ⅶ는 기존 PDP
Ⅶ에 비해 전체적인 전력생산량 11% 감축, 전력수입 대폭 축소, 원자력발전계
획 축소, 재생가능에너지(대형수력과 양수 발전은 제외) 대폭 확대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4-6 참고). 베트남은 송전 그리드(transmission grids) 역시
크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표 4-7 참고).
471) Prime Minister of Vietnam(2017), ChapterⅠ-Ⅱ.
472) Prime Minister of Vietnam(2020), Article 1.
473) GIZ(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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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베트남의 개정 「국가전력개발계획 Ⅶ」에 따른 전력원별 전력생산계획
(단위: MW, %)

구분
개발계획

2020년

2025년

개정 PDP Ⅶ 개정 PDP Ⅶ

2030년
PDP Ⅶ

개정 PDP Ⅶ

결정시기

2016. 3

2016. 3

2011. 7

2016. 3

석탄화력

25,620

47,575

75,749

55,167

가스화력

8,940

15,054

17,322

19,037

9.9

0

0

9,689

4,662

-51.9

원자력
대형수력+양수

증감비율
-27.2

18,060

20,362

23,048

21,886

-5.0

재생가능에너지*

5,940

12,063

13,799

27,195

97.1

전력수입

1,440

1,448

7,193

1,554

-78.4

60,000

96,500

146,800

129,500

-11.8

합계

주: * 대형 수력과 양수 발전은 제외.
자료: 石油天然ガスㆍ金属鉱物資源機構(2020a), p. 50 재인용.

표 4-7. 베트남의 2030년까지 송전 그리드(transmission grids) 구축계획
구분

단위

2016~20년

2021~25년

2026~30년

500kV 스테이션

MVA

26,700

26,400

23,550

220kV 스테이션

MVA

34,966

33,888

32,750

500kV 라인

km

2,746

3,592

3,714

220kV 라인

km

7,488

4,076

3,435

자료: Prime Minister of Vietnam(2016), p. 6.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
하는 사회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개발을 목표로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과 도시교통 등을 건설하고 있다
(표 4-8 참고).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롱타잉(Long
Thanh) 국제공항 건설, 북동-남 고속도로와 남북 고속철도 건설 등이 있다.
거대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의 경우 MRT와 BRT 위주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20년 6월 「PPP(Public-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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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프라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
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초에 수립한 2021-2025년 사회ㆍ경제개발계획
(SEDP, Directive No. 18/2020/CT-TTg)을 통해서도 도로, 철도, 항만 등
의 수송망과 통신 등의 인프라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표 4-8. 베트남의 수송 인프라 주요 개발계획(~2030년)
분야

주요 세부 계획
∙ 2030년까지 고속도로 21개 루트 6,411km 건설

도로

∙ 국도 개ㆍ보수
∙ 주변국(캄, 라, 중국), GMS(광역메콩유역), 아세안과의 연결루트 개선
∙ 남북철도 개선(여객용 80~90km/h, 화물용 50~60km/h)

철도

∙ 하노이와 호치민 시의 도시철도 건설
∙ 남북고속철도(1,570km, 표준궤, 200~300km/h) 건설

내륙수로

∙ 4대강(Red, Thai Binh, Tien, Hau) 선박운항능력 개선
∙ 내륙항구 확충, 화물 및 여객부두 건설 등
∙ 락후옌(Lach Huyen) 심해항(10만 DWT 규모) 개발

항만

∙ 중부지방(Hue, Da Nang, Nha Trang) 새로운 국제여객항구 개발
∙ 까이멥-티바이(20만 DWT 규모) 항구 개발

항공

도시
교통

MRT
BRT

∙ 여객운송능력 연간 1억 4,400만 명으로 확대(9개 국제공항과 13개 공항)
∙ 롱타잉(연간 1억 명+연간 500만 톤) 국제공항 건설
∙ 하노이 MRT 9개 라인(460km, 400억 달러 규모)과 호치민 MRT 라인 8개(174km,
180억 달러 규모) 건설
∙ 2030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최대 7개 라인 건설

자료: Le Tuan Anh(2019), 재인용: 정영식 외(2019), p. 153을 일부 수정ㆍ보완.

7) 인도
2014년 수립된 모디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와 함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스마트시티(Smart cities Mission)’ 등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분야와 관련
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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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인도정부는 2015년부터 디지
털 역량을 갖춘 지식경제사회로의 변모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IT 소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T 강국인 인도의 ICT 보급(ICT adoption) 수준은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120위에 불과한 수준으로,474)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적 디지털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디아는 △ 모든 시민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as a Core Utility to Every Citizen)
△ 수요 기반 거버넌스와 서비스(Governance & Services on Demand) △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를 3대 핵심과
제로 삼고, 고속 브로드밴드, 보편적 모바일 접근, 공공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전자정부, 전자제품 제조 등 디지털의 보편화를 위한 9대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인디아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기보다 기존의 디지털 정책
을 통합ㆍ재구성하여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화를 통해 교육, 건강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뿐만 아니라 비농업 경제활동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ㆍ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475) 한편 인도정부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주권과 GVC 참여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통신정책(National Digital Communications Policy
2018)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

474) WEF(2019), p. 278.
475) 조충제 외(2018), p. 20.

19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그림 4-3. ‘디지털 인디아’ 3대 핵심과제 및 9대 행동계획

공공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모바일
연결의
보편적
접근

수요기반
거버넌스 및 서비스

광대역
고속도로

전자정부:
기술을
통한
정부개혁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모든 시민을 위한
핵심 유틸리티로써
디지털 인프라

일자리를
위한 IT
전자제품
제조

E-Kranti전자
서비스
제공

조기
수확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정보

자료: Digital India 홈페이지(검색일: 2020. 6. 20).

또한 인도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열
악한 인프라는 인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
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도의 대표적 인프라 사업은 산업회랑과 스
마트시티(smart cities mission)로, 모디 정부는 기추진 중인 산업회랑을 중
심으로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스마트시티계획을 발표ㆍ추진 중이
다. 인도정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해외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추진 중인 델리 뭄바이 산업회랑을
포함한 5개의 산업회랑 프로젝트를 일본 외 영국, 세계은행, ADB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100개 스마트시티 또한 일본ㆍ미
국ㆍ유럽(스페인ㆍ영국 등)ㆍ한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476) 또한
인도정부는 비개발 지역이자 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476) 산업회랑은 산업화와 계획된 도시화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운송 네트워크(고속철도 및 도로), 항
구, 공항, 특별경제구역(SEZ), 운송 허브, 지식 공원, 주거지, 기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
으로 인도 전역에 퍼져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2015년 100개 스마트시티 사업 발표 후 2018년 6월
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였고, 이들 100개의 스마트시티가 현재 실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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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신동방(Act East)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 북동부 지역의 인프
라 개발을 촉구하고 있으며, 북동부 지역 인프라 개발에도 해외 파트너십을 활
용하고 한다. 인도 북동부 지역 개발에는 특히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인도-일본은 2017년 ‘Act East Forum’을 설립해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2019년 8월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계획인 국가 인프라 파이
프라인(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을 발표했다. 2020년 4월에
나온 NIP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정부는 2019/20~2024/25 5년간
111조 루피아(약 1조 4,816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으로, NIP 예산은
에너지 분야에 24%, 도로에 18%, 도시화에 17%, 철도에 12%를 할당하고 있으
며, 디지털(3%), 농업 및 식품가공(2%), 산업(3%) 인프라 등도 포함하고 있다.477)
인도정부는 NIP에서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가장 많이 할당했다. 인도는 에
너지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에너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
며, 에너지 부족 문제가 인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
라 예산 확대 외에도 민간기업에 대한 석탄 채굴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석유
및 가스시장에 대한 투자촉진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이 높은 LED 전구 사용 확대를 도모하는 Ujala 정책 등 수요 측면의 정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인도 전역 전기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Saubhagya 정책, 빈곤층 가정에 LPG를 보급하는 Ujjwala 정책 등을 통
해 전기 및 청정조리(cooking)의 보편적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정책에 있어 인도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석탄 비중을 줄이
고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모디 정부는 재생에너지부를 신설했으며, 2018년부터
477) Ministry of Finance(India), “National Infrastructure: Volume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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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175GW에서 227GW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19년 9월 개최된 UN 기후정상회의에서는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
나 재생에너지를 450GW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인도 모디 정부는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함께 국제태양광연합(International Solar
Alliance)의 출범을 주도하고, 태양광 관련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신남방지역 내 분야별 개발수요 전망
1) 디지털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모(gross
merchandise value 기준)는 2019년 1,00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0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478) Google, Temasek, Bain & Company
(2019)에 의하면, 아세안 주요국은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낮게는 연평균
15%, 높게는 연평균 32% 성장해 2025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1,330억 달러, 태국은 500억 달러, 베트남은 430억 달러, 싱가포르는 270억
달러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4 참고). 아세안의 인터넷 사용자
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며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인도네시아
와 베트남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78) Google, Temasek, Bain & Company(201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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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2015~25년)
(단위: 십억 달러)

주: 기준은 총 상품량임.
자료: Google, Temasek, Bain & Company(2019), p. 19.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를 분야별로 보면 전자상거래(e-commerce)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다음은 온라인 여행(online travel), 승차공유(ride hailing),
온라인 미디어(online media) 순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5 참고).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성장속도는 전자상
거래, 승차공유, 온라인 미디어 순으로 빠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부문별 성장 추이 및 전망(2015~25년)
(단위: 십억 달러)

주: 기준은 총 상품량임.
자료: Google, Temasek, Bain & Company(201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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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아세안 국
가들은 모두가 전력효율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기
후변화 대응을 주된 에너지정책으로 삼고 있다(표 4-9 참고). 다만 최근 신흥시
장으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미얀마ㆍ필리핀 등은 전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전력화(electrification)에도 노력하고 있다.479) 인도 역시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 에
너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표 4-9 참고).
표 4-9. 신남방 주요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과 개발 목표
국가

분야
전력화
(electrification)
효율화

인도네시아

2025년까지 매년 1%씩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절약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5년까지 23%,

신재생에너지

2050년까지 31%로 증대

효율화

GHG 배출량을 BAU2) 레벨에서 2020년까지 26%, 2030년까지
29%, 2030년까지 41% 저감(국제지원을 통해)
표준화, 라벨링, 에너지 감사 및 빌딩 디자인 등을 통해 산업, 빌딩 및
주거용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 증대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설비 2020년까지 2,080MW, 2030년까지 4,000MW 증설

수송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EV) 10만 대 및 충전소 12만 5,000개소 증대

기후변화
미얀마

2025년까지 99.7% 전화 달성

신에너지1) 및

기후변화

말레이시아

주요 정책 및 목표

온실가스 강도를 2005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GDP의 35%까지 저감,
국제지원 강화로 45%까지 감소폭 증대

전력화

2030년까지 80% 전화 달성

효율화

2005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의 8% 절감

전력화

2022년까지 100% 전화 달성
201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집약도 40% 저감

필리핀

효율화

기준 예상(baseline forecast)으로 2030년까지 매년 1.6%씩 에너지
소비 절감

신재생
기후변화

신재생 기반 전력생산설비를 2010년 기준에서 2030년 15GW로 3배 증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BAU 기준으로 70% 저감(국제지원 조건)

479) IEA(2019), p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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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국가

분야
효율화

싱가포르

신재생
기후변화
효율화

주요 정책 및 목표
2005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 35% 향상
태양광 발전(solar PV) 설비 2020년까지 350MW, 2020년 이후 1GW로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기준으로 2020년까지 16% 저감, 2030년경 최
대를 목표로 배출량 안정화
2010년 수준에서 에너지 집약도를 2036년까지 30% 감소
신재생 비중을 2036년까지 총 최종 에너지 소비의 30%까지 증대.

신재생

신재생 기반 전력 비중을 2037년까지 발전설비의 37%, 발전의 20% 확대.
신재생의 비중을 2036년까지 수송연료 소비의 25%로 증가

태국

수송

2036년까지 전기자동차 120만 대 및 충전소 690개소 증대
전력 부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18년 0.413kgCO2에서 2037년

기후변화

0.283kgCO2로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 저감, 국제지원
강화로 25% 저감

전력화
효율화
베트남

신재생
기후변화

인도

2020년까지 대부분 농촌가정 전력 접근도 보장
2020년까지 BAU 대비 상업용 전기저축량을 총 전력소비량의 10%
이상으로 증대
비수력 신재생 기반 발전설비 비중을 2025년까지 12.5%, 2030년까지
21%로 확충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8%, BAU 기준으로
25% 저감

효율화

2031년까지 86.9~129Mtoe 절약

신재생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175GW에서 227GW로 확대

수송
기후변화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
20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33~35% 감축
2030년까지 전체 전력설비의 40%를 비화석연료 기반으로 설치

주: 1) 신에너지는 원자력, 수소, 탄층 메탄가스(coal bed methane), 액화 석탄, 기체화 석탄을 포함하나 바이오매스는 제외.
2) BAU(business-as-usual)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자료: IEA(2019), pp. 52-54; IEA(2020), p. 34, p. 50, p. 87; “Niti’s new road map: Only electric vehicles
to be sold after 2030”(2019. 6.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30).

IEA에 의하면 아세안은 2018년 현재 에너지원별 기준에서 전체 화석연료에
74%(석유 35%, 석탄 20%, 가스 19%)까지 의존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재생가
능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에 10%를 의존하고 있다.480) 아세안의 전력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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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2040년까지 연평균 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
장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이기도 하다.481)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주로 석
탄과 가스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빠른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
장을 지속하는 것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2040년
아세안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7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표 4-10
참고).

표 4-10. 아세안의 에너지원별 수요 예측(2018~40년)
(단위: Mtoe, %)

구분

예상 수요량
2018년

2030년

비중
2040년

2018년

연평균

2040년

성장률1)

화석연료

522

721

847

74

76

2.2

석탄

143

216

272

20

24

3.0

가스

135

192

246

19

22

2.8

석유

244

313

329

35

30

1.4

원자력

-

-

3

-

0

n.a

179

221

264

26

24

1.8

재생가능에너지
수력발전

16

23

31

2

3

3.1

바이오매스

72

62

49

10

4

-1.7

91

136

184

13

17

3.3

701

942

1,114

100

100

2.1

기타2)
합계

주: 1) 2018~40년 동안 연평균성장률.
2) 기타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이 포함.
자료: 春日尚雄(2020), p. 86 재인용.

3) 인프라
아세안과 인도는 빠른 사회ㆍ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
시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본 시나리오
(baseline)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아세안의 인프라 투자에 소요
480) 春日尚雄(2020), p. 86 재인용.
481) IEA(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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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금이 2조 7,590억 달러, 연평균으로는 1,840억 달러에 달하고 인도의
경우 그 규모가 각각 4조 3,630억 달러와 2,9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다.482) 기후변화를 반영하면 이러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아태 지역 전
체를 살펴보면 전력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고 다음으로
수송ㆍ통신 등에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4-11 참고).

표 4-11. 아세안과 인도의 인프라 투자 수요 추정(2016~30년)
(단위: 십억 달러, %)

베이스라인 추정
구분
아세안
인도네시아
인도
아태 지역 전체

구분
아태 지역 전체

필요투자

연평균

기후변화 조정 추정
GDP 대비
비중

필요투자

연평균

GDP 대비
비중

2,759

184

5.0

3,147

210

5.7

1,108

74

5.5

1,229

82

6.0

4,363

291

7.4

5,152

343

8.8

22,551

1,503

5.1

26,166

1,744

5.9

베이스라인 추정
필요투자

연평균

기후변화 조정 추정
비중

필요투자

연평균

비중

22,551

1,503

100.0

26,166

1,744

100.0

전력

11,689

779

51.8

14,731

982

56.3

수송

7,796

520

34.6

8,353

557

31.9

통신

2,279

152

10.1

2,279

152

8.7

787

52

3.5

802

53

3.1

물ㆍ위생

주: 기준은 2015년 가격임.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17), p. 43을 바탕으로 신남방지역 발췌(위) 및 p. 45 인용(아래).

국별로 2016년에서 2040년까지의 인프라 투자 수요를 살펴보면 인도가 가장
많고 다음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많다.483) 대부분의
신남방국가는 전력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가장 많은 데 비해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는 도로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다(표 4-12 참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
482) Asian Development Bank(2017), p. 43.
483) Oxford Economics and Global Infrastructure Hub(2017), pp. 107-150을 토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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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재 추세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 추가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표 4-12. 신남방 주요국의 국별 및 분야별 인프라 투자 수요 추정(2016~40년)
(단위: 십억 달러)

국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구분
현재 추세

도로

철도

항공

항만

통신

16

1

0

0

19

전력

물

18

5

합계
59

필요 투자

27

3

1

1

26

25

5

87

현재 추세

752

9

23

11

96

607

144

1,642

필요 투자

752

9

25

11

99

607

209

1,712

현재 추세

104

28

2

5

27

179

39

383

필요 투자

174

28

2

11

27

179

39

460

현재 추세

34

5

4

1

42

7

18

111

필요 투자

104

8

4

4

51

8

46

224

현재 추세

105

6

3

6

82

187

40

429

필요 투자

136

8

5

6

82

187

73

498

현재 추세

22

4

5

3

3

36

20

94

필요 투자

22

4

5

3

3

36

20

94

현재 추세

71

7

3

1

39

230

43

394

필요 투자

149

14

3

12

44

230

43

494

현재 추세

79

15

4

0

99

256

50

503

필요 투자

134

21

5

9

99

265

72

605

현재 추세

510

385

18

5

529

2,222

256

3,926

필요 투자

589

385

18

5

696

2,385

373

4,452

주: 기준은 2015년 가격 및 환율임
자료: Oxford Economics and Global Infrastructure Hub(2017), pp. 107-150을 바탕으로 신남방국가들을 발췌하여
재구성.

4) 소다자 메콩 지역의 개발 방향과 전망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메콩강(Mekong River) 유역개발은 2000년대
들어 이 지역을 초(超)국경 경제권이자 세계적인 개발협력의 각축장으로 변모
시켰다. 특히 아세안 선발개도국인 태국과 후발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 베트남으로 구성된 메콩 지역은 풍부한 성장잠재력(자연 및 인적자원), 최
근 30여 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역동성, 중층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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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지역개발프로그램, 세계 주요국의 ODA 지원과 투자 활발, 지정학ㆍ지
경학적인 중요성, 아세안의 경제통합 급진전 등으로 소다자로서의 중요성이 더
욱 높아지고 있다.484)
2010년대 중반 이후 메콩 지역 개발은 개발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우선 1992년부터 ADB가 주도하고 있는 확대메콩유역 개발협력프로그
램(GMS 프로그램: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은 에너지, 수송 인프라, ICT, 보건 및 인적자원 개발, 물류 및 무역
원활화 등을 우선 개발하고 있다. 규모와 상징적인 측면에서 메콩 지역 개발을
대표하는 GMS 프로그램은 특히 최근 경제회랑 개발과 물류ㆍ무역 원활화를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역내 국가나 아세안이 주도하는 메콩강위원
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 사업, 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사업, 메콩연구소
(MI: Mekong Institute) 사업,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가 있다. MRC 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태국이
주도하는 ACMECS는 수송, 무역ㆍ투자, 산업 및 에너지, MI는 인적자원 개발,
IAI는 무역 원활화, 교육, 중소기업 등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메콩강 상류국인
중국 역시 메콩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란창ㆍ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6년부터
LMC를 종합협력 플랫폼으로 격상하였으며, 정치ㆍ안보는 물론 경제와 지속가
능 발전, 사회ㆍ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주로
교통 인프라, 에너지, 경제협력단지 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외국인 미국ㆍ일본ㆍ인도 등도 메콩 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484) 메콩 지역 혹은 메콩 유역은 크게는 메콩강 상류지역인 중국의 2개 지방(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과
아세안 대륙부 5개 국가(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를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중
국을 제외한 아세안 대륙부 5개국을 지칭한다(정재완 2019, p. 1). 아세안 대륙부 5개국은 2019년
현재 2억 4,200만 명의 인구와 196만 km2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ASEAN Secretariat DB(검색
일: 2020. 5. 8)와 ASEAN(2020, p. 8)을 통해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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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은 2009년 채택한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와 2013년부터 시작한
메콩스마트인프라(SIM: Smart Infrastructure for the Mekong)를 통해 메콩
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LMI는 수자원 관리 및 개발과 인적자원 개발,
SIM은 인프라와 수자원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영향력 확
대를 견제하는 목적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메콩 지역을 포함한 아세안
전체와의 협력을 일찍부터 강화해온 일본은 1992년부터 시작된 GMS 프로그
램을 실질적으로 주도함은 물론 인도차이나종합개발포럼(FCDI, 1993~1999),
일ㆍ메콩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JMPP: JapanㆍMekong Partnership
Program, 2007) 등을 통해 메콩 지역 개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JMPP를 통해 메콩 지역과의 개발협력의 근간을 담은 도쿄전략을 3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도쿄전략은 외교ㆍ안보, 사회문화는 물론 경제 분야 등의 협력
전략을 포괄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인프라의 물리적ㆍ제도적 연계성 개
선, 인적자원 교류, 산업화 촉진,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아세안 대륙부를 가로지르는 경제회랑은 물론 이를 인도
와도 연계시키는 메콩ㆍ인도 경제회랑(MIEC: Mekong–India Economic Corridor)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역시 메콩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연계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메콩ㆍ갠지스협력(MGC: Mekong-Ganga
Cooperatio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추진세력에 의해 중층적으로 추진되는 메콩 지역 개발은 포스트 코
로나19 시대에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MS 프로그램으로 대
표되는 메콩 지역 개발은 수송 분야를 포함한 인프라 연계성, 에너지, 국경경제
구역(BEZ), 도시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코로
나19로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분야 개발도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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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GMS 프로그램의 2022년까지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구조
(단위: 백만 달러)

분야별
기타/국경경제
보건 및 HRD,
911.4
환경, 683.7

구역, 2,082.9
에너지, 6,034.2

이행 상황
완공,
1,600

ICT, 27.3
수송 및 무역원활화,
126.0
관광, 1,515.0

농업, 2,040.6
도시개발,
1,532.9

제안,
41,200

진행중 ,
49,900

수송인프라,
77,724.0

주: 1) 지역투자기본계획(RIF) 2022 및 2019년 11월 기준.
2) 총 투자비용은 926억 8,000만 달러이고 프로젝트 수는 255개임.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19a), p. 3을 바탕으로 재구성(좌) 및 p. 4 인용(우)

다. 분야별 협력수요 및 협력경쟁력 도출
앞서 신남방지역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각국의 장기 수요를 파악했다. 최근
들어 중진국 함정의 탈출 수단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대
부분의 신남방국가는 국가발전전략에 디지털 전환정책을 반영하고 실행했다.
한편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드러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서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도로ㆍ철도ㆍ통신
등의 인프라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에도 높은 관
심을 두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
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야는 한ㆍ
미가 인태 지역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합의한 3대 협력 분야(디지털ㆍ에너
지ㆍ인프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절에서는 한ㆍ미가 신남방국가와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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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역 전체에서 경제 규모가 작고 관련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거나 분석 취지
에 합당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7개 국가로 한정하였다.485)

1) 방법론
본 연구는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분석을 위해 Porter(1998)의 경쟁력 분
석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였다. Porter(1998)는 시장에서 이익 획득을 위한 잠
재력을 우선 갖추었다면, 다음 단계는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것이고, 그다음 단
계는 경쟁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응용하여 경쟁력
을 보유한 각국의 부문을 지수의 차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경쟁력을 갖춘 부문
이 결정되면, 한ㆍ미의 협력대상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수요를 파악하여 협력
범위를 설정한다. 아세안과 인도의 협력수요와 비교대상 국가의 협력경쟁력 분
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
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활용한다. 이 분석틀은 기본적
으로 각 국가를 발전단계(stage of development)별로 구분함과 동시에 각국
은 또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국가로 성장해나간다는 속성을 이용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한 국가가 발전경로상에 있는 차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
요를 협력수요라고 일컫고, 해당 국가와 비교대상 국가 간의 경쟁력 차이를 협
력경쟁력이라고 한다. WEF가 GCI를 바탕으로 전 세계 138개 국가를 대분류
로는 3단계(요소주도경제(1단계), 효율성주도경제(2단계), 혁신주도경제(3단
계)), 소분류로는 5단계(1단계, 2단계, 3단계에다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
하는 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하는 단계)로 구분하고 활용하는 의미가 여
기에 있다.486)

485) 신남방국가 중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와 싱가포르이다. 앞의 3개
는 경제 규모가 작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싱가포르의 경우 분석 취지(발전
단계별 격차를 이용한 협력수요 활용)에 맞지 않는 것이 제외된 이유이다.
486) World Economic Forum(2016),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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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의 협력수요와 한국과 미국의 신남방국가와의 협력경쟁력을 분
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협력 부문(sub-sector)별 협력
수요와 협력경쟁력은 곽성일 외(2016, 2019)와 조충제, 정재완(2010)이 사용
한 방법처럼 각 부문을 대표하는 변수(variable)나 대리변수(proxy variable)
를 활용해 대리변수의 차이와 해당 그룹(단계) 내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
용하여 표준화 점수를 도출한다.487) 이에 따라 한 국가와의 협력수요는 해당
국가와 그 국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비교대상 국가군(대
조군, target group)의 평균과의 차이를 사용한다. 이때 비교대상 국가군은 객
관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지리나 문화 또는 산업구조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국
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WEF가 1인당 GDP, 12개 부문(제도, 인프라, 거시
경제환경 등)별 경쟁력 평가 등을 고려해 구분한 신남방국가의 발전단계를 보
면, 1단계에는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미얀마, 1-2단계에는 브루나이, 필리
핀, 베트남, 2단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2-3단계에는 말레이시아, 3단계에
는 싱가포르가 속해 있다.488) 한국(또는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경쟁력 차이는
협력경쟁력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 들어간 각 협력 부문별 변수와 대리변수는 [표 4-13]과 같다. 분석
할 협력 분야(sector)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강조한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이며, 협력 부문은 각 협력 분야를 대표하거나 상징적인 세부 부문으로 구성하
였다. 특히 주요 협력 부문은 각 협력 분야를 상류(upstream) 부문에서 하류
(downstream) 부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해당 분야 직접적인 산업에서
기술 및 인적자원, 더 나아가 시스템 및 정책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게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한 변수나 대리변수로는 앞에서 언급한 WEF는 물론
세계은행(WB: World Bank),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487) 곽성일 외(2019), p. 32.
488) World Economic Forum(2015), p. 38; World Economic Forum(2016),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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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나 데이터를 사용했다. 교역 데이터를 통한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일명 발라사 지수
 



(Balassa Index)라고도 알려진 RCA 지수(    
)는 수출품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489) 다만 RCA 지수는 0에서 무한
대의 값을 가지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이 연구에서는 대칭적 현시
비교우위(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지수





(    
)를 사용한다.490)
  


489) Saleh and Widodo(2010), p. 131.
490) Saleh and Widodo(2010), p. 132; 곽성일 외(201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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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sector)

협력 분야

사이버 안보

전자정부지수

스마트시티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

디지털 활용도

ICT 인프라

협력 부문(sub-sector)

ITU

② 온라인을 통한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도(E-Participation Index)

① 글로벌 사이버 안보 지수(Global Cyber Security Index)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① 전자정부개발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IMD

WEF

② 혁신력(Capacity for innovation)

① 스마트시티 지수(Smart City Index)

ITU

WEF

ITU

ITU

출처

① 통신 서비스 총수익(Revenue from all telecommunication services(US$))

④ 기업-소비자 간 인터넷 활용도(Business-to-consumer Internet use)

③ 기업간 거래에서의 ICT 활용도(ICT use for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the last 12 months)

② 개인 컴퓨터 이용률(Proportion of individuals who used a computer(from any location) in

① 개인 휴대폰 이용률(Proportion of individuals who used a mobile cellular telephone)

least an LTE/WiMAX mobile network)

⑤ LTE/WiMAX 이상 모바일 네트워크 보급률(Percentage of the population covered by at

mobile network)

④ 3G 이상 모바일 네트워크 보급률(Percentage of the population covered by at least a 3G

③ 인터넷 이용률(Internet users(%))

② 모바일 광대역망 보급률(Standard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① 유선광대역 보급률(Fixed-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변수ㆍ대리변수의 정의

표 4-13.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분석에 활용한 부문별 변수 및 대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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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디지털

(sector)

협력 분야

에너지 효율성 규제(Energy efficiency regulation)

재생에너지 규제(Renewable energy regulation)

재생에너지 규제

③ 스위치 및 전기회로 보호장치(>1kV)(HS 8535) ④ 전력제어 및 배전반(HS 8537)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제품 RCA 평균: ① 변압기(HS 850431~850434) ② 저장장치(2차전지)(HS 8507)

석유화학 제품(원유 제외) RCA 평균: ① 석유제품(HS 2710) ② 유기화학품(HS 29) ③ 플라스틱(HS 39)

에너지 효율성 규제

스마트 그리드

석유화학 산업

전지)(HS 8507) ④ 웨이퍼(HS 381800)

태양광 관련 제품 RCA 평균: ① 폴리실리콘(HS 280461) ② PV모듈(HS 854140) ③ 저장장치(2차

천연가스 최종 소비(Natural gas final consumption)

가스수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1인당 전력소비(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② 청정취사비율(Access to clean fuels and technologies for cooking)

① 전력 접근성(Access to electricity)

④ 정부의 ICT 진흥 성과(Gov’s success in ICT promotion)

③ 정부 비전 내 ICT 중요도(Importance of ICTs to gov’s vision)

② 지적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① ICT 관련 법 수준(Laws relating to ICTs)

② 기술숙련도(Skills)

employees) 비율

① 총 인구 대비 정보통신 분야 full-time 노동자 수(Full-time equivalent telecommunication

변수ㆍ대리변수의 정의

1인당 에너지 수요

전기접근성

정책ㆍ제도 부합도

인적자원ㆍ기술 숙련도

디지털 관련

협력 부문(sub-sector)

표 4-13. 계속

WEF

WEF

WITS

WITS

WITS

IEA

IEA

WB WDI

WEF

WEF

ITU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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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

수자원

전력

항공

해운

철도

도로

협력 부문(sub-sector)

물류서비스 질과 경쟁력(Logistics quality and competence)

② 물 공급의 신뢰성(Reliability of water supply)

① 위험한 식수에 노출된 정도(Exposure to unsafe drinking water)

② 전력 공급 수준(Electricity supply quality)

① 전력 접근성(Electrification access)

② 항공 서비스(Efficiency of air transport services)

① 공항 연결 정도(Airport connectivity)

② 해상교통 서비스(Efficiency of seaport services)

① 해상 운송 연결 정도(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② 철도 서비스(Efficiency of train services)

① 철도밀도(km/1,000㎢/Railroad density)

② 도로의 질(Quality of roads infrastructure)

① 도로 연결성(Road connectivity)

변수ㆍ대리변수의 정의

WB LPI

WEF

WEF

WEF

WEF

WEF

WEF

출처

자료: WEF(2016); WEF(2019); WB(2018);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IMD(2019), “IMD Smart City Index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9); ITU WTID
2020 DB(검색일: 2020. 7. 29~7. 30);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검색일: 2020. 7. 29);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인프라

(sector)

협력 분야

표 4-13. 계속

다음으로 협력 부문별 협력수요는 곽성일 외(2019)와 같이 다음의 식을 통
해 대리변수의 표준화된 점수를 구하되, 표준화된 점수가 0~10의 범위를 갖기
위해 5를 더한다.491)
  
    

[식 4-1]



여기서  : 해당 국가의  분야  부문의 협력수요
 :  부문의 해당 국가와 비교대상 국가군의 평균 간 격차
 :  분야의 격차의 평균
 :  분야의 격차의 표준

을 뜻한다.
그리고 5를 더하는 것은 평균 5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에 앞서
협력 부문의 데이터가 복수일 경우 산술평균을 구하며,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는 지수화를 통해 동일한 범위를 갖게 한다.
각 협력 부문에 대한 한국(또는 미국)의 협력경쟁력 역시 곽성일 외(2019)에
서 사용한 다음의 식과 같은 방식을 통해 표준화한 점수를 구한다.492)
′  ′

  
′

[식 4-2]



여기서  : 한국의 해당국  분야  부문의 협력수요
′ :  부문의 한국과 해당국 간 격차
′ :  분야의 격차의 평균
′ :  분야의 격차의 표준편차

를 뜻한다.

491) 곽성일 외(2019), pp. 35~36.
492) 곽성일 외(201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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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협력 부문별로 도출한 점수는 협력수요와 협력경쟁
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협력수요는 가로축, 협력경쟁력은
세로축으로 삼아 [그림 4-7]과 같이 사분면의 공간 위에 표시할 수 있다. 그래
프에서 5점을 기준으로 한 1사분면은 해당국의 협력수요는 물론 한국(또는 미
국)의 협력경쟁력도 높은 공간이다. 2사분면은 한ㆍ미의 협력경쟁력은 높지만,
신남방지역의 협력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이다. 반면 4사분면은 신남방
지역의 협력수요는 높지만 한ㆍ미의 협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4사분면에 속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한ㆍ미 단독으로 협력하
기보다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체와 함께할 수 있다.

그림 4-7.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그래프(예시)
한국(미국)의
협력경쟁력(0~10)

2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5

5

협력수요(0~10)

자료: 저자 작성.

상기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협력수요493)와 한ㆍ
미 협력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493) 본 방법론에서 제시되는 부문별 협력 수요는 해당 국가가 한 단계 높은 발전단계(비교대상국가군)로
도약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력 수요가 낮다는 것은 해당 부문의 발전이 차상위
단계에 더 근접해 있어 우선 협력 부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21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2) 디지털 분야
가) 인도네시아
아세안 최대 규모의 디지털 시장인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
술숙련도 부문보다는 디지털 활용과 ICT 인프라 부문에 협력수요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494)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 높은 협력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ICT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도에 대한 협력점수는 각각 9.2점과 8.8점을 기록하였
다. 따라서 한국은 ICT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 부문에 협력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한편 디지털 활용의 경우 미국 또한 협력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ㆍ미 협력 시 시너지가 큰 분야라 볼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협력수요가
비교적 크고 한국의 협력경쟁력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미국의 경쟁력
도 낮지 않은 부문으로 ICT 인프라가 있다. 게다가 한국은 ICT 인프라 구축에
있어 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사들은 수익
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지역 확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495) 따라서 ICT 인프라 역시 한ㆍ미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스마트시티,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의 경우 인
도네시아의 협력수요는 크지 않으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비교적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ICT 시
장 규모와 혁신력 부문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수요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494) Paine(2020), “In challenging times, digital economy and e-commerce can chart a path
toward recovery”(2020. 4.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0).
495) 최용안(2018), 「인도네시아 IT산업_ICT 산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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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ITU WTID 2020 DB(검색일: 2020. 7. 29~7. 30); WEF(2016); IMD(2019), “IMD Smart City Index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
kb/en-us/About/Overview/-E-Government-Development-Index(검색일: 2020. 7.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ICT 시장 규모는 타깃군(한국, 일본)과 비교 시 작은 규모이
며, 혁신력지수 역시 낮은 수준이다.496) 또한 스마트시티 평가에서 말레이시아
는 베트남(66위)보다 낮은 순위(70위)를 기록하였다.497)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전자정부지수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으나 비교대상 국가군
과 비교하면 발전의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ICT 시장 규모와 혁
신력,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ICT 인프라 부문에 대한 협력수요가 크다. 한국
은 말레이시아의 협력수요가 큰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 스마트시티, 전자정
부, ICT 인프라 네 분야 모두에 대해 높은 협력경쟁력을 가지며 7.7~8.6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ICT 시장규모와 혁신력, 스마트시티
부문에서 높은 협력경쟁력을 보이는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유망한 부문은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 스마트시티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CT 관련 법ㆍ
496) ITU WTID 2020 DB(검색일: 2020. 7. 29~7. 30); WEF(2019).
497) IMD(2019), “IMD Smart City Index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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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 비전에 있어 ICT가 차지하는 중요도, 정부의 ICT
진흥정책의 우수성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
를 기록하여 정책ㆍ제도 부문에 대한 협력수요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4-9.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ITU WTID 2020 DB(검색일: 2020. 7. 29~7. 30); WEF(2016); IMD(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미얀마
미얀마는 분석대상국 7개국 중 디지털 분야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98) 미얀마는 거대한 디지털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사이버 안보, 전자정부, 정책ㆍ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수요를 지닌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사이버 안보, 전자정부, 정책ㆍ제도 부문에
협력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부문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유망한 부문이라
498) ITU(2020) 데이터베이스는 미얀마의 모바일 휴대전화 사용인구비율과 컴퓨터 사용인구비율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미얀마와 WEF(2016)상 동일 발전단계에 속한 국가들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WEF를 사용한 분석의 경우 인도와
라오스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IMD Smart City Index 2019 역시 미얀마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지 않아 인도의 뉴델리와 벵갈루루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터키의 WEF 기술숙련도와
혁신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대상 국가군 분석을 위해 폴란드의 값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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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ICT 인프라와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디지털 활용도
는 다른 부문과 비교 시 협력 우선순위는 조금 낮으나, 미얀마의 디지털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큰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스마
트시티 부문은 ICT 시장 개발 초기 단계에 속하는 미얀마에 있어 협력수요가
낮은 부문으로 한국과 미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점수는 각각 4.9점과 5.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0. 미얀마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ITU(2020); WEF(2016); IMD(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필리핀
WEF(2019)에 따르면, 필리핀의 혁신력은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수준이나
말레이시아와 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기술력을 요하는 스마트시티,
사이버 안보,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문에 대한 협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인프라에 대한 협력수요 역시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국은 필리핀의 협력수요가 큰 네 부문 가운데 ICT 인프라, 스마트시티,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문에 대해 높은 협력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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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부문에 대한 협력점수 역시 9.4점(스마트시티), 8.3점(ICT 인프라),
7.8점(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으로 높다. 미국의 경우 필리핀의 협
력수요가 높은 네 부문 중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
문에 높은 협력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 두 부문에 대한 미국의 협력점수는 각
각 9.5점(스마트시티)과 7.6점(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이다. 이를
종합할 때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문이 한국과 미
국 간 협력이 유망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ICT 인프라 역시 미국의 협력경쟁력
이 낮지 않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분석된다. 한편 필리핀은 전자정부
부문에서 태국(0.77)보다는 낮지만 인도네시아(0.71)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
하였고(UN), ICT 관련 법ㆍ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 비전에 있어 ICT가
차지하는 중요도, 정부의 ICT 진흥정책의 우수성 측면 모두에서 태국보다 우
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499) 또한 필리핀은 기업의 디지털 활용도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나 태국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으나, 개인의 디지털 활용도 측면에서
두 국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종합점수에서 두 국가를 앞질렀다. 따
라서 전자정부, 정책ㆍ제도 부합도, 디지털 활용도 부문에서는 협력수요가 낮
게 나타났다.500) 한편 협력수요가 높은 사이버 안보 부문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한ㆍ미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전자정부, 정책ㆍ제도
부합도, 디지털 활용도 부문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낮고 필리핀의 협
력수요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99) WEF(2016).
500) ITU(2020) 데이터베이스는 필리핀의 모바일 휴대전화 사용인구비율, 컴퓨터 사용인구비율, 정보통
신 분야 상근(full-time) 노동자 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필리핀과 WEF(2016)상 동
일 발전단계에 속한 국가들 중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대체 국가를 선정하였다. 모바일 휴대전화 사용
인구비율의 경우 알제리와 나이지리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컴퓨터 사용인구비율의 경우 나이지
리아와 러시아의 평균값, 정보통신 분야 상근 노동자 수 데이터의 경우 베트남과 브루나이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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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필리핀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ITU(2020); WEF(2016); IMD(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 태국
태국의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안
정적인 성장세를 구현하고 있으나, 높은 소프트웨어 복제율로 인해 소프트웨어
시장이 위축되는 등의 약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501) 이러한 시장환경을 반
영하여 ICT 관련 법률,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책과 제도 부문의 협력수요가 가
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ICT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도 부문 또한 비교적 협력수
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의 협력수요가 높은 부문 가운데 한국이 협력경
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부문은 ICT 인프라, 정책ㆍ제도 부합도, 디지털 활용
도이다. 이 부문의 협력점수는 각각 8.7점, 8.7점, 7.8점으로 높다. ICT 인프
라에 대한 미국의 협력경쟁력은 높지 않으나 태국의 협력수요가 커 협력점수
(7.5)가 비교적 높게 나온바, ICT 인프라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추진할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정책ㆍ제도 부합도(8.6점)와 디지털 활용도
501) Fitch Solutions(2020a), “Thailand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Includes 5-year
forecasts to 202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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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부문에서 다소 높은 협력점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서 미국과
우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에 대한 태국
의 협력수요는 4.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6.8로 높아
8.0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였다. 스마트시티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
력이 높은 부문이나 태국의 IMD 2019 스마트시티 순위가 타깃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말레이시아: 70위, 터키: 74위, 태국: 75위) 협력수
요가 낮게 나타났다. 전자정부와 사이버 안보 부문은 협력수요가 적고 협력경
쟁력이 낮은 분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문은 협력수요도 비교적 높고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높아 잠재적인 협
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림 4-12. 태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ITU(2020); WEF(2016); IMD(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바) 베트남
2019년 WEF의 경쟁력 평가에서 베트남의 기술숙련도와 혁신력 부문은 세계
141개국 중 93위와 76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종합 순위인 67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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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못 미치는 순위이다.502) 베트남은 UN 전자정부개발지수와 온라인을 통
한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세안 주요국 중 가장 낮
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ITU의 2018년 글로벌 사이버안보지수에서도
베트남(0.69)은 타깃 국가들인 인도네시아(0.78)와 태국(0.80)과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베트남의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 전자정부,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력수요가 크게 나타
났다. 베트남의 협력수요가 높은 부문 중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은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 전자정부 등이고
미국은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 그리고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
문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협력경쟁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ICT 시장
규모와 혁신력,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문을 한ㆍ미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의 협력수요가 높은 부문 가운데 미국의 협력
경쟁력은 다소 낮지만 한국의 협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으로 전자정
부가 있다. 한국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양자 차원의 전자정부 협력을 추진하거
나 미국과 협력하여 전자정부 협력을 추진할 경우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 활용도의 경우 베트남의 협력수요는 낮지
만 한국의 협력경쟁력이 높고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낮지 않아 향후 베트남의
수요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부문으로 보인다.503)

502)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0).
503) ITU(2020) 데이터베이스는 베트남의 모바일 휴대전화 사용인구비율과 컴퓨터 사용인구비율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베트남과 WEF(2016)상 동일 발전단계에 속한 국가들 중 인구 규모
를 고려하여 대체 국가를 선정하였다. 모바일 휴대전화 사용인구비율의 경우 알제리와 나이지리아
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컴퓨터 사용인구비율의 경우 나이지리아와 러시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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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베트남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ITU(2020); WEF(2016); IMD(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사) 인도
WEF(2019)에 따르면, 인도는 ICT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141개국 중 120위
를 기록하여 ICT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504) 낮은 ICT
인프라 보급률은 낮은 디지털 활용도로 이어졌다. 한편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문에서 인도는 107위를 차지하여 종합 순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505) 이
에 ICT 인프라,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디지털 활용도 부문의 협
력수요가 높게 나타났다.506) 인도의 협력수요가 높은 이들 부문에서 한국은
7.3~9.7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은 해당 부문에 협력의 우
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 부문 중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높은 부문은
ICT 인프라,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디지털 활용도로 한ㆍ미가
504)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0).
505) Ibid.
506) ITU(2020) 데이터베이스는 인도의 모바일 휴대전화 사용인구비율, 컴퓨터 사용인구비율, 정보통신
분야 상근(full-time) 노동자 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모바일 휴대전화 사용인구비율
과 컴퓨터 사용인구비율의 경우 인도와 WEF(2016)상 동일 발전단계에 속한 국가들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의 값을 평균해 사용하였다. 정보통신 분야 상근 노동자 수 데
이터의 경우 동일한 기준하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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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으로 기대된다. 이외 전자정부지수, ICT 정책ㆍ
제도, 사이버 안보, 스마트시티는 인도의 협력수요가 적을 뿐 아니라 한국과 미
국의 협력경쟁력 역시 낮은 부문이기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4. 인도의 디지털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ITU(2020); WEF(2016); IMD(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에너지 분야
가) 인도네시아
아세안의 주요 에너지 자원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협력수요보다는 전기접근성,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규제 등에 대해 높
은 협력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에너지 효율성 규제, 스마트 그
리드에 대한 협력경쟁력에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 9.1점과 8.1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바, 이 부문에 대해 협력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또한 이들 부문에서 미국과의 협력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
지 효율성 규제의 경우 미국 또한 협력경쟁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미국의 협력경쟁력은 다소 낮으나 협력수요가 커 7.7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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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협력수요는 높으나 협력경쟁력이 낮
은 부문으로는 전기접근성이 있는데, 전기접근성의 협력점수는 6.6점에 불과
하나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인 만큼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
ODA를 활용할 수 있는 부문으로 협력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
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석유화학산업, 1인당 에너지 수요의 경우 협력수요는
크지 않으나 한국의 협력경쟁력이 우위를 보임에 따라 비교적 높은 협력점수
(7.2~7.3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협력경쟁력도 비교적 높아 이들 부문 또
한 한ㆍ미 간 협력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스 순수출국인 인도네시
아의 가스수요 부문 협력수요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규제 수준이
WEF 2019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비교적 높은 63위를 차지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 규제 관련 협력수요 또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5.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규제 및 에너지 효율성 규제 순위는 각각 50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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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위로 전체 종합 경쟁력 순위 27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507) 따라서 말레
이시아는 재생에너지 규제와 에너지 효율성 규제에 대해 높은 협력수요를 보이
고 있으며, 1인당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도 높은 협력수요가 있다. 한국은 말레
이시아가 높은 협력수요를 보이고 있는 재생에너지 규제, 에너지 효율성 규제,
1인당 에너지 수요 세 분야 모두에 대해 높은 협력경쟁력을 가지며 8.5~9.2점
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이 부문에 협력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1인당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효율성 규제 부문에서 협력경쟁
력 우위를 가지며, 재생에너지 규제의 경우 협력경쟁력에서는 다소 열위를 보
이나 말레이시아의 협력수요가 커 비교적 높은 협력점수(8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세 분야는 한ㆍ미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한편
전기ㆍ전자와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와 신재
생에너지산업, 석유화학산업, 전기접근성의 협력수요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6.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507) WEF(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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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얀마
에너지 분야에 있어 미얀마는 분석대상국 7개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분석에 활용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508)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규제, 전기접근성, 재생에너지
규제 부문에 비교적 높은 협력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얀마가
높은 협력수요를 보이고 있는 네 부문 모두에서 협력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 협력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미얀마
의 협력수요가 높은 네 부문 가운데 에너지 효율성 규제와 전기접근성에서 협
력경쟁력이 우위를 보였다. 한편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미국의 협력경쟁력도
비교적 높고 미얀마의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로 8.2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세 부문(에너지 효율성 규제, 전기접근성, 스마트 그리드)은
한ㆍ미 양국 모두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이 유망한 것으
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미얀마의 협력수요도 비교적 크고 한국이 협력경
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협력점수가 7.4점으로 높은바, 한국의 협력잠재
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스수요, 1인당 에너지 수요, 석유화학산업의
경우는 미얀마의 협력수요가 낮은 분야로, 이들 분야의 협력점수는 7.1점 이하
로 나타났다.

508) WEF(2019)가 미얀마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분석에서 활용한 미얀마의 인프라
분야 6개 부문(도로, 철도, 항공, 해운, 전력, 수자원) 데이터는 WEF에서 미얀마가 속한 국가그룹(캄
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고, 대조군에서 청정취사비율은
터키의 데이터 값이 없어 폴란드의 값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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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미얀마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라) 필리핀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토 전역에 일괄적으로 에
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509) 이에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 수
요, 가스수요에 대한 협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산업에 대
한 협력수요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필리핀이 높은 협력수요를 보이고 있
는 네 부문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 수요에 대해 협력
경쟁력과 함께 7.9~9.2점의 높은 협력점수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필
리핀의 협력수요가 높은 네 부문 모두에서 협력경쟁력을 보유해 8~8.3점의 높
은 협력점수도 가졌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필리핀의 석유화학산업,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 수요 부문에 관해 협력하는 것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필리핀의 협력수요가 크지는 않으나 한국의 협력
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협력점수가 7.6점으로 높게 나온 만큼, 협력잠재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필리핀은 스마트 그리드 부문의 RCA가 0.07로 우위에 있
50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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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WEF 2019의 에너지 효율성 규제와 재생에너지 규제 순위가 141개국 가운데
각각 39위와 43위로 종합 순위 64위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기에 이들 부문에서
는 협력수요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ㆍ미의 협력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18. 필리핀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마) 태국
태국의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에너지 생산원인 천연
가스의 고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반대 등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510)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은 재생에너지 협력수요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접근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1인당 에너지 수요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태국의 협력수요가 높은 부문 가운데 한국이 협력경
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부문은 재생에너지 규제, 신재생에너지 산업, 1인당 에
너지 수요가 있다. 이들의 협력점수는 각각 9.4점, 8.3점, 7.8점으로 높은바,
이 부문에 대한 협력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는 1인당
510) 한국전기산업진흥회(201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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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에 협력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규제와 신재생에
너지 산업, 전기접근성에 있어 협력경쟁력은 크지 않지만 태국의 협력수요가
커 비교적 높은 협력점수(7.3~8.3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
으로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한 부문은 1인당 에너지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 규제로, 이와 관련해 양국간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9. 태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가스수요에 대한 태국의 협력수요는 4.7로 비교적 낮으나 미국의 협력경쟁
력이 6.8로 높아 8.3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한 만큼 미국은 태국과 가스수
요 관련 협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할 수
있는 부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규제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협력경쟁력이 우
위에 있으나 태국 또한 비교적 우수한 규제 수준(WEF 2019의 141개국 가운
데 42위)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낮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과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모두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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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베트남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최근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21년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511) 한편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로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
이다.512)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은 석유화학산업, 가스수요, 1인당 에너
지 수요, 전기접근성에 대한 협력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의 협력수
요가 높은 부문 가운데 한국이 협력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은 석유화학산업과 1
인당 에너지 수요로,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9.8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
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베트남이 자국의 보유 자원(석유와 가스)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미국 또한 두 부문 모두 협력경쟁
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바, 이들 부문에 대한 한ㆍ미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베트남의 협력수요는 낮지만 한국
의 협력경쟁력이 높아 7.2점의 비교적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
국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기ㆍ전자
산업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수요가 높고 협력경쟁력이 낮은 부문으
로는 전기접근성이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인 만큼
ODA를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기에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
외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규제, 재생에너지 규제의 경우 협력수요와 한
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모두 낮게 나왔다.

511) 「‘세계 굴뚝’ 노리는 베트남, 전력 부족 해결 시급」(2019. 9. 23).
512) KIT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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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사) 인도
인도는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만성적인 전력 부족이 지속
되고 있다. 이에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 수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규제 부문의 협력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협
력수요가 높은 부문 가운데 한국이 협력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진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스마트 그리드, 1인당 에너지 수요, 전기접근성과 같은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문이다. 이들은 모두 7.8~8.9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선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인도의 협력수요
가 높은 부문 가운데 미국이 협력경쟁력 우위를 가진 부문은 1인당 에너지 수
요, 전기접근성과 같은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또한 협력경쟁력이 높아 한ㆍ
미 양국간 협력이 유망한 부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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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인도의 에너지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 2020. 5. 10); WB WDI database(검색일: 2020. 5. 10); WITS
database(검색일: 2020. 5. 10).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미국의 협력경쟁력은 높지 않지만 인도의 협력수요가 커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규제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협력경쟁력이 크게 높지는 않으나 협력수요가 커 각각 7.3점과 7.2점의 비교적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부문에 대한 한ㆍ미 간 협력 또한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수요 역시 어느 정도의 협력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도의 재생에너지 규
제는 세계 3위(WEF 2019)의 우수성을 보이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정
도 또한 우수해, 이 부문에 대한 협력수요 및 협력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인프라 분야
가) 인도네시아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해상운송의 연결 정도가 총 141개국 중 36위
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해상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은 61위로 낮은 편이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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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성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513)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는 경제 규모 대비 인프라가 열악하여 WEF(2019)에 따르면 인구의 약 36%가
위험한 식수에 노출되어 있고, 물 공급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총 141개국 중
74위로 중위권에 속한다.514)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해운, 도로, 수자원에 대한
높은 협력수요를 보이고 한국은 해당 부문에서 높은 협력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양국의 해운(8.9점), 도로(8.3점), 수자원(8.1점) 부문의 협력 우선순위가 높
다. 미국 역시 높은 협력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공통적으로 해운(9점), 도로
(8.6점), 수자원(8.2점) 부문에서 협력점수가 높아, 이들 부문에서의 한ㆍ미 협
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중교통 및
댐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바, 향후 인도네시아의
해운, 도로, 수자원에 대한 협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특히 해운 인프라 부문에 있어 세계 최상위 수준을 갖추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그림 4-22.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WB(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13) WEF(2019), p. 283.
514) WEF(2019),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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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철도 부문에 대한 협력수요는 4.3으로 낮은 편이나, 한국의 협
력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향후 필요시 유망 협력 부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물류서비스, 전력, 항공 부문에서의 협력점수가 낮고, 미
국은 더 나아가 철도 부문에 대한 협력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말레이시아
WEF(2019)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전체 인프라 수준은 141개국 중 35위
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도로 연결성(133위) 및 철도 밀도(63위) 수준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나515) 도로 및 철도 부문에 대한 협력수요(각각 6.6, 6.2)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들 부문에서 협력경쟁력이 높아 양국은 도로 및
철도 부문에서 높은 협력점수(각각 9.5점, 8.7점)를 보이며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도 내 대중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쿠알라룸푸르 경전철 연장, 말레이시아(조호바루)
-싱가포르 전철 건설 등을 계획 중이어서 향후 말레이시아의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과 공통으로 도로 부문에
서 9.8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협력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개도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협력수요가 낮은 해운
부문을 제외하고 수자원, 물류서비스, 항공, 전력 부문에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
비교적 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15) WEF(2019),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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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말레이시아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WB(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미얀마
WEF(2015)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인프라 수준은 140개국 중 134위
로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취약하며, 특히 전력, 물류서비스, 항공, 해운의 협
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16) 한국은 전력, 해운, 항공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당 부문에서 각각 9.1점, 7.9점, 7.4점의 협력점수를 기
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전력, 해운, 항공 부문에서 협력경쟁력이
높아 협력점수(각각 8.6점, 7.5점, 7.6점)도 높게 도출되었다.517) 미국은 물류
서비스 부문의 높은 협력경쟁력을 바탕으로 8.1점의 협력점수를 보이고 있으
나, 한국은 미얀마의 협력수요 대비 낮은 협력경쟁력을 보여 물류서비스 부문
에서 미얀마 진출 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자원
부문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얀마의 협력수요보다 다소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유망협력 분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도로 및 철도에 대해서는
516) WEF(2015), p. 270.
517) WEF(2019)가 미얀마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분석에서 활용한 미얀마의 인프라
분야 6개 부문(도로, 철도, 항공, 해운, 전력, 수자원) 데이터는 WEF에서 미얀마가 속한 국가그룹(캄
보디아, 라오스, 인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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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협력수요와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모두 낮아 협력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518)

그림 4-24. 미얀마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WB(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필리핀
WEF(2019)에 의하면, 필리핀은 도로 연결성과 도로의 질이 141개국 중 각
각 125위와 88위, 전력 접근성 및 전력공급 수준은 각각 103위와 53위, 항공
서비스는 96위를 기록하고 있어 해당 부문의 협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은 도로 부문의 협력경쟁력이 높아 이를 토대로 8.3점의 높은
협력점수를 기록했다. 미국도 동일하게 도로 부문에서 협력점수가 8.6점으로
높게 나타나 필리핀 도로 부문 진출 시 양국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
다. 해운 부문에서는 필리핀의 협력수요 대비 한국과 미국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높은 협력점수(각각 7.9점, 8점)를 나타내고 있다. 항공 및 전력 부문에서
는 한국 및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5 이하로 다소 낮게 나왔으나, 필리핀의 협력
수요가 높은 만큼 유망 협력 부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필리핀은 2016년부터
518) WB(201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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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이 ‘Build, Build Build’의 인프라 확충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도로, 전력, 항공, 해운 등 인프
라에 대한 협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25. 필리핀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WB(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철도 및 물류서비스 부문에서는 필리핀의 협력수요가 높지 않은 가운데 한
국의 철도 부문 협력경쟁력은 5.8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들 수 있으나, 미국의 철도 부문 협력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과 미국 모두 수자원에 대한 협력경쟁력은 높으나 필리핀의 협력수
요가 낮아 협력을 위한 우선순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마) 태국
관광업 비중이 높은 태국은 공항 및 도로 등에 대한 인프라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WEF(2019)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여전
히 위험한 식수에 노출되어 있고 물 공급의 신뢰성이 141개국 중 60위로 높지
않으며, 해상교통 서비스(73위)와 철도 서비스 순위(75위)가 낮아 수자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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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철도 부문에서 협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519) 한국은 철도, 수자원,
해운 부문에서 높은 협력경쟁력을 보이며 태국과 각각 8.1점, 8.8점, 8.9점의
협력점수를 획득하였다. 미국은 수자원(9점) 및 해운(9.1점) 부문에서 높은 협
력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철도 부문의 협력경쟁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기록
된다. 수자원 및 해운 부문에 있어 높은 협력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은 해당 부문 진출 시 협력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 태국
의 도로, 항공, 물류서비스, 전력에 대한 협력수요는 모두 5 이하로 낮으나, 도
로 부문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후 필
요시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26. 태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WB(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바) 베트남
베트남의 철도 및 항공 인프라는 발전 수준에 비해 비교적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WEF(2019)에 따르면, 도로 연결성 및 도로의 질은 141개국
중 각각 104위와 103위를, 항공 서비스는 103위를 기록하여 열악한 것으로
519) WEF(2019), p.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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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바, 도로 및 항공 부문에 대한 협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520)
한편 한국과 미국은 도로 연결성 부문에서 각각 26위와 1위를, 도로의 질에서
각각 9위와 17위를, 그리고 항공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8위와 10위의 상위권
에 속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바, 한국-미국-베트남 간 협력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521) 실제로 한국과 베트남은 도로 및 항공 부문에서 각
각 8.8점과 8.5점의 높은 협력점수가 도출되어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도로 및 항공 부문에서 협력점수가 각각 9점
과 8.8점으로 높고, 베트남 또한 6 이상의 높은 협력수요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7. 베트남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WB(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철도 부문은 베트남의 협력수요가 높지 않으나 한국의 협력경쟁력이 높아
추후 유망협력 부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자원 부문은 베트남의 협력수
요가 4.4로 낮으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각각 5.6과 5.7로 높아 추후
필요시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해운과 물류서비스는 베트남의 협력수요
520) WEF(2019), p. 595.
521) WEF(2019), p. 323, p.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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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고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또한 높지 않아 우선 협력순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력 부문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이고 협력
수요도 비교적 높으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

사) 인도
WEF(2019)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위험한 식수에 노
출되어 있고 물 공급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수자원에 대한 수
요가 높다.522) 또한 전력 접근성 및 전력공급 수준이 전체 141개국 중 각각
105위와 108위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력에 대한 협력수요도 높
은 편이다.523) 한국의 경우, 전력 및 수자원 부문의 협력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협력점수도 각각 9.4점과 8.7점을 기록했다.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전력 및 수자원 부문에서 각각 9.3점과 8.6점으로 가장 높은 협력점수를 부여
받았다. 따라서 전력 및 수자원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수요가 높은 인도의 전력 및 수자원 인프라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
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년간 연 5% 이상
의 높은 경제성장,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 현 모디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대
규모 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인도의 전력 및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물류서비스에 대한 협력수요(5.3)는 다소 높은 편이나, 한국의 협력
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철도와 항공의 경우 협력수요와 경
쟁력 모두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해운과 도로는 협력수요에 비해 한ㆍ미의
협력경쟁력이 비교적 높아, 인도의 수요 변화에 따라 추후 협력 가능 부문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522) WEF(2019), p. 279.
523) WEF(2019),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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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인도의 인프라 분야 협력수요와 협력경쟁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협력점수(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
자료: WEF(2019), WB(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협력이 유망한 비전통안보 이슈로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의 네 가지 분야를 선정하였다. 상기 분야들은 신남방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을 합의한 2019년
한ㆍ미 설명서에 포함된 주제들이기도 하다. 이 설명서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번영, 사람, 평화의 세 가
지 큰 항목 아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화 항목에서 초국가
적 범죄 대처,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보호 역량 강화, 수자원 관리, 해양, 보건
위협 대응에 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52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네 가지 비전통안보 주제는 모두 한ㆍ미 간 합의된 사항에 포함된
다. 다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신남방정책의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이 아세안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대상 지역을 동남아로 한정한다.
524) 주한 미국대사관(2019. 11. 2),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6. 20).

242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가. 환경 분야
환경문제는 아세안 차원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다.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개발도상국보다는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상국
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압력,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에 많이 노
출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부족한 자원을 동원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 차원의 환경문제는 장관급 회의를 필두로
어느 분야 못지않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일반의 문제와 더불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과 연무
(haze) 등 아세안 전체 혹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환경문제도 있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아세안의 환경협력 맥락에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연무 문제를 중점
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근 해양생태계 문제와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나, 이 주제는 해양문제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먼저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환경문제인데,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
기온의 상승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문제 때문에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1951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 추세를 볼 때
매년 평균 0.1~0.3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다. 기온 상승과 함께 해수면 역시 상
승해 연평균 1~3㎜씩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951년
부터 2000년까지 50년간 연평균 최대치를 잡으면 해수면이 15㎝ 상승한 셈이
다.525) 보다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폭우와 홍수, 사이클론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25) Asian Development Bank(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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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 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보고서에 따르
면, 1999~2018년 기준 동남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다. 특히 필리핀은 2018년 일본에 이어 기후변화에 가
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 2위에 올랐다.526) 필리핀의 경우 매년 태풍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 근처에서 발달해 필리핀 주변을 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연간 약 20회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8~9개가 육지에 상륙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527) 대표적으로 2013년 발
생했던 태풍 하이얀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2018년 가장 강력했던 슈
퍼 태풍 망쿳도 필리핀을 지나가며 25만 명에게 피해를 끼쳤다.528) 기후변화
는 태풍 외에도 가뭄문제를 초래하는데, 1997~98년 인도네시아의 가뭄사태
는 그해 아세안 해양부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힌 연무사태를 가져온 자연발화 산
불을 야기하기도 했다.529)

표 4-14. 동남아 국가의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 1999~2018년) 비교

CRI

CRI

순위

점수

미얀마

2

필리핀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GDP 손실액 순위

GDP 단위당

순위

사망자 순위

(백만 달러, PPP,

손실액 비중 순위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 연평균)

10.33

1

1

19

20

4

17.67

7

16

9

29

베트남

6

29.83

14

42

13

34

태국

8

31.00

22

62

4

18

캄보디아

12

35.33

40

34

52

26

라오스

76

76.33

86

77

92

63

인도네시아

77

76.83

16

92

21

120

말레이시아

114

103.33

64

102

66

143

브루나이

175

169.17

168

154

179

180

526)
527)
528)
529)

Eckstein et al.(2019), p. 6, p. 9.
Asian Development Bank(2009), p. 2.
Eckstein et al.(2019), pp. 6-7.
Asian Development Bank(2009),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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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계속

싱가포르

CRI
순위

CRI
점수

사망자
순위
(연평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순위
(연평균)

GDP 손실액 순위
(백만 달러, PPP,
연평균)

GDP 단위당
손실액 비중 순위
(%, 연평균)

180

172.17

172

172

163

177

주: 1999~2018 평균 기준으로, CRI 순위는 전 세계 183개국 중의 순위를 뜻함.
자료: Eckstein et al.(2019), pp. 39-42, 아세안 10개국 발췌.

이렇듯 기후변화는 아세안의 재해ㆍ재난 문제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세안환경장관회의(AMME: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
가 명시한 아세안 환경협력 7대 과제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530)
그러나 국가마다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국별 혹은 역내 기후변화 대응전
략을 조율할 역량이 부족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531)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국별 대응목
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전
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해 탄소감축 기술이전이나 역내에서 벤
치마킹할 친환경에너지 적용 사례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532) 아세
안 국별로도 탄소감축을 위한 신재생ㆍ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지
만, 민관협력 체제의 결여, 독점적인 전력생산 구조, 복잡한 관료 시스템, 신재
생에너지 개발의 고비용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더디다.533)
생물다양성 보존 문제도 아세안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아세
안은 전체 지표면적의 3%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3개국이나 되는 메가바

530) AMME는 아세안에서 환경문제 전체를 관장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아세안의 환경협력을 7대 분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 7개 우선순위는 ① 자연보호와 생물다양성 ② 해안과 해양 환경 ③ 수자원 관
리 ④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 ⑤ 기후변화 ⑥ 화학물질과 쓰레기 ⑦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이다(ASEAN 홈페이지,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AMME)”(검색일:
2020. 7. 9)).
531) Tan and Kamaruddin(2019), p. 168.
532) Tan and Kamaruddin(2019), p. 169.
533) Tan and Kamaruddin(2019),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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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 다양성(mega biodiversity) 국가,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메가바이오 다양성 국가의 17%가 아세안에 위치해 있
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 조류의 9%, 포유류의 25%가 이 지역에서만 발견
되는 고유종이며, 이 지역 관다발 식물(vascular plant)의 25%가 지역 고유종
으로 열대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자랑한다.534) 그러나 최근 아세안
지역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아세안은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도전과
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그 다양성의 보존문제 자체뿐만 아
니라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이익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일례로 아세안의 대표적 특수 생태체계인 맹그로브(mangrove) 숲
은 해안가의 침식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되어 해양생물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이 맹그로브 숲이
손상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2년 사이 동남
아 지역 맹그로브 숲 중 10만 헥타르(ha)가 사라졌다고 한다.535)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 또한 아세안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
이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걸쳐 4,300km로 이어
지는 메콩강은 다양한 생물의 보고이지만, 중국 주도의 메콩강 상류 댐 건설은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1개의 댐을 건설해 운영 중이
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메콩강
유역에 댐을 건설 중이다. 상류 지역의 댐 건설은 하류 지역의 가뭄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으로의 물, 어류, 침전물 이동을 제한해 하류 지역 생태
계와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536) 2017년 발간된 메콩강위
원회(MRC) 보고서는 메콩강 유역 수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메콩강 유역의 생물
다양성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한 바 있다.537)
534)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About ASEAN and the Environmen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5. 24).
535) Richards and Friess(2016), p. 344.
536) Eyle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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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메콩강 구역별 생물다양성지수 감소 전망치
(단위: %)

연도

구역

2020 2040
Zone 1
중국 국경~Pak Beng
(Nam Beng 합류 지점)
Zone 2
Nam Beng 하류~Vientiane 상류

-35 -55

-50 -85

Zone 3
Vientiane~Nam Kam
(Xe Bang Fei와 Nam Kam 합류 지점)

-30 -35

Zone 4
Nam Kam~Stung Treng
(Se San과 Se Kong 합류 지점)
Zone 5
Stung Treng~Kampong Cham

-40 -80

-35 -75

Zone 6
Prek Dkam의 Tonle Sap 강과 Zone

-25 -45

5 & 7를 제외한 캄보디아 범람원
Zone 7
Tonle Sap 호
Zone 8
캄보디아/베트남 해안 국경~베트남 삼각주

-25 -50

-35 -50

주: 2007년을 기준(baseline)으로 한 생물다양성지수 감소 전망치를 의미함.
자료: MRC(2017), p. xvii, pp. 11-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를 바탕으로 재구성.

아세안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2005년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ACB: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를 설립하고, ‘자연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아세안 연구반(AWGNCB: ASEAN Working Group on Nature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을 설치해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ACB는 자연보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40여 개에 이르는 아세안 전통 공원을 보존하는 프로그램
537) MRC(Mekong River Commission)(2017), pp. xvii-xvii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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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Heritage Parks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538) 또한 EU, 인도,
일본, 한국 등 역외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한국과는 산림청 주도로 한ㆍ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AKECOP)을 운
영 중이며, 미얀마에 한ㆍ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539)
마지막으로 아세안 역내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사항은 동남아, 특히 해양부
동남아 국가의 연무(haze) 문제다. 연무는 주로 인도네시아 등지의 이탄지
(petland)에서 일어난 산불이나 대규모 플랜테이션 조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열대밀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동남아 해양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
대기오염은 물론 개인의 건강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540)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1990년대 말부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아세
안 차원에서 연무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1997~98년 발생한 연무로 인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총 600만
헥타르(ha), 수마트라에서 150만 헥타르, 이리안자야(현재 웨스트파푸아)에서
약 100만 헥타르, 술라웨시에서 약 40만 헥타르, 자바에서 약 10만 헥타르 등
총 900만 헥타르가 넘는 피해지역이 생겼다. 산불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면
적만 인도네시아에서 900만 헥타르가 넘는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 약 465만
헥타르 정도가 산림지역이다. 다른 2차적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산불로 인
한 직접적인 경제손실만 해도 60억 달러에 달했다.541)
특히 연무는 다른 환경 분야에서는 다소 2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문제에
538) ASEAN(2017a), p. 9.
539) EU와는 생물다양성 보존ㆍ관리 프로젝트(BCAMP: ASEAN-EU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in ASEAN)와 토지ㆍ생물다양성 관련 민관 협력(Natural
Capital – integrate natural capital and biodiversity into business practices)을 추진 중이
며, 인도와는 인도국가생물다양성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과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
(ACB) 간의 양자간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는 습지와 철새 보호(Impro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Wetlands and Migratory Waterbirds in the ASEAN Region) 협력 프로그램
을 추진 중이다(ASEAN 홈페이지, “ASEAN Cooperation on Nature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검색일: 2020. 10. 10)).
540) Ramakreshnan et al.(2017), pp. 1-16.
541) Qadri ed.(2001), p.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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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함의가 심각하다. 연무로 인한 대기오염이 호흡기 증상을 급격하게 증가
시키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까지 이어진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1997년 연무사태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호흡기 환자가 12%, 천식 환
자가 19% 증가했다. 이웃한 말레이시아에서도 하루 평균 호흡기 환자가 연무
이전에 250여 명이었던 데서 800명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542) 연무가
심각한 경우 국가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연무사태로 인해 3,0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
으로 추산됐다. 싱가포르 역시 당시 연무사태로 인해 2억 8,000만 달러의 경제
적 손실을 보았고 관광 분야에서만 2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
다.543) 더 나아가 손상된 숲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이 숲의 복원에 필요한
경제적 재원까지 따지면 그 피해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된 것보다 훨씬 커진다.
1997~98년 연무사태를 겪은 아세안 국가들은 곧 연무사태의 방지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2002년에 합의된 ‘초국경적
연무에 관한 아세안 협약(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으로, 이 협약은 아세안의 연무 관련 협력의 근간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아세안 차원에서 연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시작한
것이 아세안의 비전통안보 문제,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세안은 AATHP하에 산불 발생 시 공동으로 진
화하는 노력과 아세안 각국의 대기 질 상태, 연무 발생 현황 등을 업데이트 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 2016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AATHP 당사국회의(CoP to AATHP: Conference of the
Parties for AATHP)에서는 ‘초국가적 연무를 통제하기 위한 아세안의 협력
로드맵(Roadmap on ASEAN Cooperation towards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with Means of Implementation)’에 합의하였고, 이 로
542) Islam, Pei, and Mangharam(2016), p. 7.
543) Islam, Pei, and Mangharam(2016),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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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에 기반해 아세안의 연무 관련 협력을 주도할 8단계 전략을 채택했다.544)
연무에 관한 협력은 꽤 규모가 커져 아세안 내에서는 환경문제와 분리된 별도
의 협력으로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16. 아세안 차원의 연무협력 로드맵

전략 1

초국경적 연무에 관한 아세안 협약(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이행

전략 2

지속가능한 이탄지 관리와 이탄지 산불 방지

전략 3

대규모 산불 방지를 위한 농지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 4

당사국별 관련 기관 간 경험과 정보 공유 촉진을 포함한 관련 정책, 법령, 규정의 이행

전략 5

기술 및 정보공유 협력의 증진과 모든 단위의 기관별 능력 강화

전략 6

대중의 인식 제고 및 범섹터 관련 이익 상관자의 참여

전략 7

연무 방지를 위해 다중의 이익 상관자로부터 적절한 자원 확보

전략 8

건강과 환경 리스크 감소와 글로벌 환경 보호

자료: ASEAN(2017a), p. 6.

나. 재해ㆍ재난 대응 분야
아세안 지역은 중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재난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만큼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
다. 무엇보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환경이나 보건문제와 비교해 아주 단시간 내
에 큰 인명피해를 가져와 비전통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다. 아세안 지역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재난은 대부분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화산, 태풍 혹은 사이클론, 쓰나미, 홍수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잦은 화산과 지진으로 유명한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150여 개의 화
544) ASEAN(2018a), “Roadmap on ASEAN Cooperation towards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with Means of Implement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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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있는데, 이는 가장 화산활동이 많고 활발한 불의 고리에 있는 화산 450여
개의 33%가 넘는 수치다.545) 태국과 필리핀은 최근 10여 년간 여러 차례의 홍
수를 겪었다. 2011년 태국에서 있었던 홍수는 태국의 전자공업을 거의 마비시
켜 지역적으로 전자부품 공급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까지 했다.546)
대표적인 아세안 지역의 해양 자연재해는 해일(쓰나미)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
이 회자되고 알려진 사례는 2004년 인도양을 강타한 해일(Indian Ocean
Tsunami) 사례일 것이다. 이 해일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영향을 주고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 피해
를 입은 국가들의 사상자 수는 집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22만 명 이상에
달한다. 경제적 손실 역시 최소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547)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4개국에서 2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경제, 인프라,
인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총 피해액은 990억 달러에 이르렀다.548)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으며, 이후에도 동남아에서 해양 지진이
발생하기만 하면 지역 해안에 쓰나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태풍, 혹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 태풍의 경우 거의 매
년 반복적으로 지역에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특히 태풍의 발생
과 진행 경로 안에 들어 있는 필리핀은 매년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있
다. 2013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부근의 중심부를 강타한 하이얀은 최고 시속
313km/h의 엄청난 바람을 보유한 태풍이었다. 이 태풍은 7,000명의 사망자
를 냈으며, 부상자는 2만 8,688명, 실종자는 1,000명을 넘었다.549) 필리핀 전

545) Kozák and Čermák(2010), p. 103.
546) “Thai floods batter global electronics, auto supply chains”(2011. 10. 2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7. 29); Thaiwater(2011), “Thailand Flood Executive Summary,”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9. 29).
547) “Indian Ocean tsunami: Then and now”(2014. 12.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30).
548) Australian Institute for Disaster Reliance, “The Boxing Day Tsunami in numbers: Stats
and f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549) “IN NUMBERS: 3 years after Super Typhoon Yolanda”(2016. 11.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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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약 1,90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약 6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제적 피해는 5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약 600만 명이 태풍의 여파로 실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550) 하이얀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매년 반복되는 몇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ADB 추산으로 필리핀이 태풍과 지진으로 입는 연간 피해는
평균 16억 달러에 이른다.551)
2008년에는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가 미얀마를 강타해 14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재민도 240만 명에 이르렀고, 경제손실은
4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경제적 손실은 2008년 미얀마 GDP의 거의 3%에 이
르는 규모다.552) 나르기스의 경우, 동남아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가장 좋지 않
고 인프라도 낙후된 미얀마에서 발생해 그 피해가 더욱 컸다. 나르기스의 피해
는 아세안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553) 특정 국가가 처한 재난상황에 아세안이 지역기구 차원에서 본격
적으로 개입해 재난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아세
안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르기스 대응 보고서를 내고, 이를 아세안 차원
의 재난대응에 대한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

550)
551)
552)
553)

“Tropical cyclone case study - Typhoon Haiya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1).
“The economic cost of Typhoon Haiyan”(2013. 11.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4).
ASEAN(2010), p. 5.
ASEAN(2010), pp. 43-51.

252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표 4-17. 1990년 이후 동남아 지역의 자연재해 대표 사례
연도

국가/지역

자연재해 종류

사망자 수(명)

1990

필리핀

지진

2,417

1991

필리핀

사이클론 델마

6,083

2004

인도양

쓰나미

200,000

2006

인도네시아

지진

6,592

2008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138,366

2013

필리핀

사이클론 하이얀

7,415

2018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3,989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19b), p. 62의 그림 2.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상기 대표 사례를 차치하고라도 동남아의 다수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재난재해를 예측하거나 대응
할 수 있는 정부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해 노출
도가 높은 편이며, 정부의 역량과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평가하는 대응능력도
낮은 편에 속한다. 전 세계 재해위험을 평가하는 2019년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에 따르면, 브루나이와 필리핀은 재해위험 노출도에서 각각 전 세
계 4위와 8위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루나이의 경우
재해대응ㆍ적응 능력에 대해 준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필리핀의 재해대응 능력
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미얀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해 노출도는 높
은 편은 아니지만, 대응 능력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캄보디아도 전
항목에 걸쳐 낮은 평가를 받아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필요로 한다.554)

554) RUB-IFHV(2019), pp.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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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동남아 국가의 세계위험지수(WRI, 2019년 기준)

국가

WRI
순위

WRI 지수

노출도

취약성

민감성

대응역량
부족

적응역량
부족

브루나이

7

21.68

57.62

37.62

15.26

67.14

30.45

필리핀

9

20.69

41.93

49.34

28.86

80.98

38.17

캄보디아

17

15.13

26.82

56.42

40.89

78.92

49.45

인도네시아

37

10.58

21.20

49.93

26.63

79.71

43.44

베트남

40

10.31

22.03

46.83

25.07

77.68

37.75

말레이시아

71

7.61

18.73

40.63

16.75

72.63

32.52

미얀마

79

7.27

12.91

56.34

32.54

86.37

50.11

태국

91

6.48

14.75

43.93

17.73

79.23

34.84

라오스

122

4.53

8.19

55.25

33.22

82.94

49.58

싱가포르

161

2.51

9.00

27.93

11.59

54.21

17.99

주: 지수별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WRI

노출도
(Exposure)

0.31-3.29
3.30-5.49
5.50-7.51
7.52-10.61
10.62-56.71

0.90-9.59
9.60-12.30
12.31-14.73
14.74-19.61
19.62-99.88

대응능력 부족
적응능력 부족
취약성
민감성
(Lack of coping (Lack of adaptive
(Vulnerability) (Susceptibility)
capacities)
capacities)
21.11-33.08
8.75-16.50
36.44-58.83
11.16-22.73
33.09-42.10 16.51-20.65
58.84-71.95
22.74-32.26
42.11-47.91 20.66-28.43
71.96-78.62
32.27-38.94
47.92-61.79 28.44-45.05
78.63-84.65
38.95-51.52
61.80-76.13 45.06-70.46
84.66-94.14
51.53-68.95

자료: RUB-IFHV(2019), pp. 56-59를 바탕으로 아세안 10개국 발췌.

아세안은 재난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 ‘아세안재난관리장관
회의(AMMDM: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를
출범시키고, 2005년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 아세안재난관리 및 위기대응협약
(AADMER: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을 발효시켰다. AADMER은 이후 발전 과정에서 재난대응과 관련
한 아세안의 준비 태세 및 실행을 가이드하는 두 번의 실행 프로그램을 발표했
다. 첫 번째 발표한 「AADMER 실행계획 2010-2015」는 이미 완수했고, 현재
는 두 번째 계획인 「AADMER 2016-2020」을 실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
세안의 재난대응 관련 기본 원칙으로 ① 아세안 공동체의 위험 인식 ②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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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안전 구축 ③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기회변화에
적응 가능한 아세안 공동체 ④ 위험 분산과 사회보호를 통한 아세안 통합에 따
른 경제사회적 이익의 보호 ⑤ 하나의 단일체 아세안의 재난대응 ⑥ 하나의 아
세안 재난대응 능력 강화 ⑦ 아세안의 회복력 강화 ⑧ 재난관리에 있어 아세안 리
더십 등을 꼽고 있다.555) 또한 아세안은 재난관리위원회(ACDM: 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 산하에 긴급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아세안 조정센터(AHA Centr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를 운영 중이다.556)

다. 보건 분야
보건문제는 아세안 국가들이 대부분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여기서 보건문제를 국내적인 문제와 초국가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면 또 다른 사
정이 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상황이며 거버넌스 구조가 잘 갖추어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 국내 보건문제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반면 경제적으로 보다 낙후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의료시설 확충, 기초 위생 등
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내 보건문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차원에서 보건이 지역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초국가적인 보건문제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도 보듯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인적 왕래가 활발
한 동남아 지역의 특성상 한 국가의 전염병이나 감염병은 이웃 국가로 쉽게 퍼
지기 쉬운 특성이 있고, 따라서 한 국가의 국내적 보건 상황이 다른 국가보다
좋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아세안이 아세안 공동
555) ASEAN(2016), pp. 14-17.
556) AHA 홈페이지, “About us”(검색일: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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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건설, 이를 위한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증진에 노력하고 있
는 상황에서 광역 감염병은 꽤 중요한 역내 비전통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보건문제가 반드시 질병이나 기초 위생, 병원 인프라의 확충과
같은 개발도상국 이슈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의 몇몇 국가는 이미
개발도상국 단계를 넘어섰고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를 고
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557) 인구
의 노령화는 반드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경제적 함의만 갖는 것은 아니
다. 노령화에 따라 성인병 등 질병을 안고 사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적절
히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는 다시
국민의료보험을 통한 국가의 의료비 지출,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관리를 제공
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지출로 이어진다. 아세안 국가와의 보건협력은 기초적인
위생, 병원 인프라, 감염병뿐만 아니라 인구 노령화로 기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세안 비전통안보 문제 중에서 보건 이슈는 크게 위생 여건, 의료 인프라,
전염병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위생문제는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관련
시설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남아 국가의 위생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경
제발전 정도가 앞선 만큼 위생 수준이 높아 [그림 4-29]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외 동남아 국가도 2005년과 비교하면 안전한
식수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는 2005년 각각
인구의 51%, 43%만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2017~18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64.8%, 73.7%까지 증가하며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라오스와
미얀마를 비롯하여 여전히 인구의 10~35%는 안전한 식수 접근이 어려운 상황
이다.
557) Committee on Ageing Issues, Government of Singapore(2006), “Report on the Ageing
Popul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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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동남아 국가별 안전한 식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중(2005~18년)
(단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주: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2017년 자료가 최신 자료임.
자료: ASEAN(2019), p. 19. 재인용.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중도 동남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림 4-30]과 같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는 인구의 90% 이상이
향상된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위생시설 접근성은 2005년에 비해 개선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8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4-30. 동남아 국가별 개선된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중(2005~18년)
(단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주: 브루나이, 라오스는 2016년, 태국은 2015년, 필리핀은 2009년 자료가 최신 자료임.
자료: ASEAN(2019), p. 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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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위생시설 및 불안정한 식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사망자 수
및 인구수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는 비위생환경으로 발생한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한 사망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오스는 인구 10만 명당 비위생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18.1명으로 싱가포르의 0.01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인도네시아
14.4명, 미얀마 11.2명, 캄보디아 9명으로 사망자 수가 높아 이에 따르는 사회ㆍ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표 4-19. 동남아 국가별 비위생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2017년)
(단위: 명)

국가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브루나이

0.04

캄보디아

8.99

인도네시아

14.44

라오스

18.10

말레이시아

0.20

미얀마

11.18

필리핀

1.74

싱가포르

0.01

태국

0.23

베트남

1.05

자료: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0. 10. 23).

[표 4-20]은 의료와 보건 인프라와 관련해 아세안 10개국의 보건 인프라 기
본 통계를 한국과 비교해 보여준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예
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와 보건 인프라가 그 국가의 경제 수준과 거의 정비
례한다는 것이다. 평균수명도 경제적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출산 시 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
1만 명당 의사 수, 병상 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제 수준과 인프라 수준의
동조화 현상이 드러난다. 또한 여러 지표에서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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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미얀마)은 중상위소득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한국과의 격차도 물론 크다. 단적으로 출산 시 사망률을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라오스(1,000명당 197명)는 가장 좋은 싱가포르(1,000명당
10명)와 비교해 거의 20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상위소득국의 신생아 1,000
명당 5세 이하 영아 사망자 수는 10명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나머지 6개
국에서는 20~60명대의 영아 사망자 수가 발생하며, 국가간 격차가 크게 나타
난다.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의 영아 사망자 수는 각각 49명과 63명으로 전 세
계 평균인 3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 속에 흥미로운 수치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1만 명당 의
사 수를 보면 대체로 경제 수준과 궤를 같이하는 수치를 보이는데, 특이하게 미
얀마의 경우 경제 수준은 낮은 반면 1만 명당 의사 수는 베트남, 태국을 앞지르
는 통계를 보여주며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이
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필리핀의 출산 시 사망률, 5세 이하 사망
률은 동남아 개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의사 수에서는 다른 개발도상
동남아 국가에 비해 훨씬 좋은 상황이다. 반면 1,000명당 병상 수를 보면 역시
경제 수준이 낮은 필리핀, 미얀마의 1,000명당 병상 수는 다시 다른 개발도상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시 말해 의사 수는 많지만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병상 수에서는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가 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동남아의 중상소득국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1,000명당 병상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국가들의
1,000명당 병상 수는 각각 2.8, 1.3, 1.8, 2.1 정도로 베트남(2.6)에 비해 낮
다. 한편 한국(12.0)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꽤 앞서 있는 싱가포르를 비교할
때 동남아의 병원 인프라 부족은 더욱 눈에 띈다. 동남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1,000명당 병상 수는 1.8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병상 수에서는 베트남이 브루나이와 함께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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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67.3

64.2

73.2

64.6

66.2

80.8

71.8

71.7

79.5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85.6

80.9

79.3

85

72.6

68.9

77.6

67.4

71.4

71.2

77.6

여

기대수명

82.7

76.3

75.5

82.9

69.3

66.8

75.3

65.8

69.3

69.4

76.4

전체

2,044

123

222

2,462

129

62

362

55

112

78

631

7.3

5.7

3.7

4.5

4.4

5.1

3.8

2.4

3.1

6.1

2.3

지출(%)

의료비

(USD)

GDP 대비

1인당
의료비 지출

11

54

20

10

114

178

40

197

126

161

23

(1,000명당)

사망률

출산 시

3

21

10

3

28

49

8

63

25

29

11

(1,000명당)

사망률

5세 이하

23.7

8.2

8.1

23.1

12.8

8.6

15.1

5.0

3.8

1.7

17.7

69.7

14.3

29.6

72.1

33.3

9.8

40.7

9.8

20.6

9.5

66.0

간호사 수
(1만 명당)

의사 수
(1만 명당)

12.0

2.6

2.1

1.8

0.5

0.9

1.3

1.5

1.2

0.8

2.8

병상 수

1,000명당

주: 아래 자료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지표 발췌.
자료: 1,000명당 병상 수 – OECD(2019),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8,” p.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그 외 통계 - WHO(2019), “World Health Statistics 2019: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pp. 82-1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75.3

남

브루나이

국가

표 4-20.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보건 관련 지수 및 의료 인프라 비교

보건 이슈에서 중요한 세 번째 분야는 감염병이다. 동남아 지역은 2000년대
이후로 몇 차례의 감염병을 겪었고, 그 외에도 뎅기열과 같은 지역 토착 풍토병을
종종 겪는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차치하고, 이미 2003년
동남아 몇몇 국가는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때를 기점으로 지역 감염병에 관한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와 경계는 크
게 증가했다. SARS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가장 큰 타격을 안겼다. 공식 통계
로 베트남에서는 63명이 감염되고 그중 5명이 사망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38
명이 감염되고 그중에서 38명이 사망했다.558)
SARS에 뒤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조류독감(Avian Flu, H5N1)에 의한
피해도 입었다. 조류독감에 의한 가금류 살처분,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뿐만 아
니라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발생했다 사라지기를 지속한 조류독감에 의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86명
인데, 이 중 215명의 사망이 동남아시아 3개국, 즉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
서 발생했다.559) 뎅기열도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인데, 특히 최근에
는 베트남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뎅기열 발생에 관한 통계는 베트남 정부에서
수집하고 있지만, 이 통계가 전체 발병 숫자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보고된 숫자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들이 제시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
터 2010년까지 연평균 베트남에서만 44만 건의 뎅기열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다.560) 또 다른 연구는 2016년 한해 200만 건 이상의 뎅기열 발생 건수를 추정
하고 있다.561) 차이는 크지만 상당히 많은 건수의 발병이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관한 추정도 발생 건수의 변동에 따라서 역시 변화하
는데, 최소 540만 달러부터 9,400만 달러까지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562)
그러나 최근 가장 큰 문제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이다. 2020년
558)
559)
560)
561)
562)

Curley and Thomas(2004), pp. 22-25.
Pongcharoensuk et al.(2012), p. 375.
Trinh et al.(2018), p. 905 재인용.
Trinh et al.(2018), p. 905 재인용.
Trinh et al.(2018), p. 9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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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148만 6,432명을 기록한563)
가운데, 동남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6만 1,258명으로 전 세계에서
약 2%를 차지했다(표 4-21 참고). 코로나19 확산 초기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
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한동안 동남아 내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으나,564) 8월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완료
된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565) 5만 7,933명(2020. 10. 22 기준)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표 4-21 참고). 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비교적 안정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확진자 수가 2020년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566)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동남아
내 확진자 수 1, 2위(2020. 10. 22 기준)를 기록했다(표 4-21 참고). 3월 22일
비교적 늦게 첫 확진자가 발생한 미얀마의 경우,567)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약
400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었으나,568)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569) 3만 9,696명(2020. 10. 22 기준)으로 동남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표 4-21 참고).
동남아 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인해 이동제한, 봉쇄조치 등이 장
기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주요
6개국 모두 2020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0.4%의 성장률을 기록한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말
레이시아 –17.1%, 필리핀 –16.5%, 싱가포르 -13.2%, 태국-12.2%, 인도네시
아 -5.3%를 기록하였다.570) ADB(2020)는 2020년 동남아의 경제성장률이
10개국 중 브루나이,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Worldome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b), p. 4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d), p. 3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e), p. 1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a), p. 1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c), p. 1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d), p. 1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김제국, 박나연, 신민금(2020),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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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21. 동남아 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020년 10월 22일 기준)
(단위: 명)

국가명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인도네시아

373,109

12,857

1,360

필리핀

362,243

6,747

3,292

싱가포르

57,933

28

9,879

미얀마

39,696

972

728

말레이시아

22,957

199

707

태국

3,719

59

53

베트남

1,144

35

12

캄보디아

286

-

17

브루나이

147

3

335

라오스

24

-

3

861,258

20,900

-

합계

주: 2020년 10월 22일 기준임.
자료: Worldome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2).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아세안의 역내 및 역외 협력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국별 전염병 대처역량을 가
늠할 수 있는 세계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지수에 따르면,571) 브
루나이, 캄보디아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의 GHS 지수는 전 세계 평균치
(40.2)를 넘어섰다(표 4-22 참고). 그러나 전염병 예방 부분에서 브루나이, 캄
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캄보

571) GHS 지수는 전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그 국가의 ① 예방(병원체의 출현 및 배출 방지) ② 탐지(잠
재적으로 국제 우려가 예상되는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보고) ③ 대응(전염병 확산의 신속한 대응 및
완화) ④ 보건시스템(환자를 치료하고 보건 종사자들을 보호할 충분하고 탄탄한 보건시스템) ⑤ 국제
규범 준수(국가역량 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자금조달계획과 글로벌 규범 준수 이행) ⑥ 리스크(전반
적인 위험환경 및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를 평가한다.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전염병
대응의 준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Nuclear Threat Initiative and Center for Health Security of
the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Global 20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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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등이 보건 시스템 부분에서 준비가 가장
미흡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이 GHS 지수는 코로나19 발병 전에 발표
된 지수로, 2019년 기준 미국이 GHS 지수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이론적 대
응 태세가 실제 대응으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572) 그럼에도
불구하고 GHS 지수는 CLM 국가들의 전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건 분야에서 아세안이 안고 있는 문제, 아세안이 외부 협
력을 요하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아세안에 시급한 문제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감염병에 관한 문제다. 과거 겪어
온 SARS, 조류독감, 그리고 2020년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를
봐도 감염병 문제는 아세안의 최대 관심사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자 수와
관련해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는 철저한 이
동통제에 따른 결과이지, 효과적인 보건, 의료 차원의 대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응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
다. 두 번째 이슈는 충분한 지식 기반과 재원이 필요한 보건 인프라 구축에 관
한 부분이다. 특히 공공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인프라 구축과 보편적 의
료보장에 대한 협력은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아
세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572) 「EIU “한국 사례 보면 전염병 대응에 인적 역량 중요”」(2020.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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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62.2

43.4

47.6

58.7

73.2

49.1

46.5

70.2

83.5

40.2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한국

미국

전 세계 평균

-

1

9
34.8

83.1

57.3

34.9

49.5

75.7

56.2

38.5

30.3

51.4

18.9

-

1

19

87

39

3

23

71

106

35

165

38

110

129

가장 잘 준비됨
(Most prepared)

57

50

6

24

53

72

18

73

50.2

28.6

24.8

41.9

98.2

92.1

47.4

57.4

81.0

64.5

63.6

59.2

73.2

70.4

68.1

57.7

30.5

Index

-

1

5
38.4

91.9

71.5

52.4

43.0

78.6

64.6

43.8

50.4

61.3

52.0

54.3

36.7

33.4

Index

-

1

6

32

73

5

11

68

41

16

34

30

95

110

순위

(Response)

대응

더 준비된 편임
(More prepared)

67

51

15

40

41

47

28

34

37

50

127

순위

(Detection)

순위

(Prevention)
Index

탐지

예방

26,4

73.8

58.7

42.7

28.3

70.5

41.4

38.2

19.5

57.1

19.4

39.4

12

24.2

Index

-

1

48.5

85.3

64.3

47.7

64.6

70.9

47.3

49.8

59.1

58.5

45.9

72.5

60.0

23.3

Index

-

1

23

100

21

12

101

84

40

45

113

7

36

195

순위

(Norms)

규범

가장 준비가 미흡
(Least prepared)

13

36

74

2

38

47

111

15

112

42

146

88

순위

(Health System)

보건시스템

55.0

78.2

74.1

54.4

53.4

56.4

80.9

50.3

38.2

72.0

46.8

53.7

38.5

66.7

Index

-

19

27

103

107

93

15

124

164

33

133

106

162

49

순위

(Risk)

리스크

주: 순위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의미.
자료: Nuclear Threat Initiative and Center for Health Security of the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Global(2019), pp. 20-29, 아세안 10개국, 한국, 미국 발췌.

색 구분

56.6

30

89

39.2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위

128

Index

32.6

브루나이

국가

GHS Score

표 4-22. 신남방국가와 한ㆍ미의 세계보건안보(GHS) 지수 평가 비교(2019년)

라. 해양 분야
앞서 다룬 비전통안보 이슈들이 특정 문제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
리, 해양협력은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
보다 더욱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해양 부문에 포함되는 관련 주제는 해양 연계
성, 친환경 관광과 같은 경제적인 주제부터 해양안보, 남중국해의 해양 영토문
제, 해양경계 인식, 해상교통로(SLOC) 안보처럼 주권과 밀접히 관련된 전통
안보 주제, 그리고 구조구난, 해상교통 안전, 해양생태계 다양성 및 해양자원
관리와 보호 등 비전통안보 문제(재난, 환경)와 밀접히 연관된 주제들까지 포함
한다.
해양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비전통안보 영역을 넘어 전통안보의 영역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에서 해양문제와 전통안보가 겹치는 부분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아세안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 미중 간
항행의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략 갈등이다. 물론 남중국해를 둘러
싼 미중 전략 경쟁과 영토분쟁의 문제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비전통안보 문제
를 벗어나는 영역이지만, 초국가적 범죄나 테러 문제 또한 그 행위 주체에 따라
전통적 안보와 연관성을 갖는다. 해적이나 초국가적 범죄자들의 이동경로가 주
로 해양이고, 특히 테러 행위자들이 해양의 수많은 섬을 근거지로 삼고 있기 때
문이다.573)
해양문제는 아세안 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국가별
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온도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해양부 동
남아 국가의 경우 해양문제가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문제와 직결되는 반면 바
다에 덜 접하는 대륙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573) 동남아의 대표적인 경우가 필리핀을 근거로 인근 섬들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던 아부 사
야프(Abu Sayyaf)와 최근 두테르테 정부와 마라위(Marawi) 교전을 벌였던 IS(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의 필리핀 세력인데, 이 IS 필리핀의 가장 핵심 세력이 아부 사야프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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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서 해양문제는 별도의 장관협의체보다 아세안 내 하위 협의체와 아세
안과 역외 국가들 사이의 협의체가 발달한 특성을 가진다. 아세안 내 하위 협의
체는 주로 해양부 동남아 국가 혹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말라
카 해협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 협의체가 발달했다. 반면 보다 안보문제에
초점을 두는 협의체들은 주로 역외 강대국과 다자적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가
발달한 특성을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양문제는 해양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포
괄하지만, 여기에서는 한ㆍ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해양안전 문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남중국해, 특히 말라카 해협
과 인도네시아 주변 해역의 해적문제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글로벌 이
니셔티브’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이래 전 세계에서 일어
난 해적 행위의 약 60%가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해적 행위 중 2/3가 동남아 지역에서 일어났다. 결국 전 세계 해적 행위의
약 45%가량이 동남아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해
역에서 일어나는 해적 행위가 전 세계 해적 행위의 약 23%를 차지한다.574) 대
략 동남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해적 행위의 거의 절반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넓은 해역으로 둘러싸인 동시에 해
적으로 유명한 말라카 해협까지 끼고 있기 때문이다.

표 4-23. 아세안 국가의 해안선과 EEZ
국가

해안선(km2)

EEZ(㎢)

인도네시아

54,716

6,024,450

필리핀

36,289

2,263,816

말레이시아

4,675

449,477

574)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2016), p. 4,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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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계속
국가

해안선(km2)

EEZ(㎢)

베트남

3,444

1,295,096

태국

3,219

305,778

미얀마

1,930

511,389

캄보디아

443

47,676

싱가포르

193

673

브루나이

161

25,340

-

-

라오스
자료: ASEAN(2017b), p. 150 재인용.

동남아 지역에서 1993년 이후 해적 행위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 50건에 미
치지 못했던 해적 행위는 1995년 50건을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
년에는 연간 거의 250건에 달하는 해적 행위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
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7~97년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내몰
린 인도네시아인들이 해적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575) 이렇게 증가한 해적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말라카 해협
인근 해양에 접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
적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아세안과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를 지나는 대규모 선단을 보유하고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역외
국가들이 동남아 지역 해적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적 협력이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말라카해협합동순찰(Malsindo Patrol Initiative), 아시아해적퇴
치협정(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등을 꼽을 수 있다.576)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동남아 해양에서 해적 행위는 2000년대 이후로 감소 추
575)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2016), p. 6,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6. 23).
576)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2016), pp. 6-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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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접어들었다. 2000년에 정점을 찍은 해적 행위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
세로 진행되었고, 2009년에 와서는 5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대를 넘어서면서 동남아 해역에서 해적 행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통계
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동남아 해역에서 해적 행위가 꾸준히 증가
해 2015년에는 연간 150여 건 수준까지 증가했다.577) 2009년에 비하면 숫자
로 세 배가 증가한 셈이다. 물론 이는 2000년 거의 250건에 달하던 해적 행위
수에 비하면 적지만, 아세안 차원에서, 그리고 아세안과 역외 국가 사이에 해적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해적 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목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2020년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 대응 예산 때문
에 국방 및 해안경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동남아 해상에서의 해적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578)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어업도 동남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문제 중 하나이다. IUU 어업은
연안국가의 조업권을 침해해 주권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어업
활동을 촉진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어획량이 높은 지역인 만큼,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의 IUU
어업활동 또한 활발하다. IUU 어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이 어렵지만,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발간하는 IUU 지수에 따르면
연안국 책임(coastal state responsibilities) 기준으로 캄보디아(1위), 베트남
(3위), 미얀마(4위), 필리핀(8위)이 IUU 어업 대응을 가장 잘 못하고 있는
(worst-performing) 10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
세계 142개국 중 IUU 어업 취약성(vulnerability) 부분에서 각각 7위, 8위에
올랐으며,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는 발생률(prevalence) 부분에서 각각 2위,
577)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2016), pp. 7-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3).
578) “Coronavirus: Piracy incidents double across Asia during pandemic”(2020. 7.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0); “Covid-19 and Indonesia’s Maritime Security Challenges”(2020.
6.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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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7위를 기록했다.579)
동남아에서 IUU 어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각국
이 해양경계선에 합의를 보지 못한 요인도 크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IUU 어업
을 단속할 법집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몫한다. 2016년 조사된 통계에 따
르면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넓은 해안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
리ㆍ통제할 해안경비선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580) 동남아 국가들
의 부패지수가 높은 것도 법집행 역량 제고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표 4-24.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연안전투함 수량 비교
국가

해군 소속

해경 등 준군사적 조직 소속

총합

브루나이

9

-

9

캄보디아

14

-

14

인도네시아

116

말레이시아

37

127(Maritime Enforcement Agency)

164

미얀마

77

-

77

31(Coast and Seaward Defence Command)
10(Maritime Security Agency)

157

필리핀

65

86(Coast Guard)

151

싱가포르

21

102(Singapore Police Coast Guard)

123

태국

83

98(Marine Police)

181

베트남

72

69+(Coast Guard)

141+

중국

209

523(China Coast Guard)

732

주: 해군 및 준군사적 조직 전력 중 연안전투함(Patrol and Coastal Combatant)만 별도 집계.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2020), pp. 256-320을 바탕으로 아세안 주요국과 중국 발췌.

IUU 어업에 대한 공권력 대응은 연안국가의 해경과 불법조업 선원들과의 충
돌을 야기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며, 국가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중
국은 IUU 어업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행보를 가세하면서 중국 어선들의 동남아 국가 EEZ
579) Macfadyen et al.(2019), p. 44.
580) Oxford Analytica(2016), “South-east Asia coastguard growth could see fri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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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연안경비대는 분쟁 지역에서 조업활동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 어선들의 선박을 위협하고 공격해왔으며,
2020년 4월에는 우디 아일랜드 근처에서 중국 연안경비대가 베트남 선박을 공
격해 침몰시켜 베트남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581)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에 비해 연안경비대 역량이 상당히 부족해 중국 어선의 자국 조업권 침해
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1~15년 동안 중국의 연안경비대
예산이 연 87억 달러였던 데 반해, 동 기간 베트남과 필리핀의 연안경비대 예
산은 연평균 각각 2억, 1억 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582) 베트남과 필리핀은
연안경비선 규모에서도 중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남
중국해 조업활동 시 자국의 준군사(paramilitary) 선박과 연안경비대를 대동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IUU 어업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표 4-25. 동ㆍ남중국해 주요국의 연안경비선(Coast Guard) 용적 톤수 비교(2010~16년)

국가

총 용적 톤수

용적 톤수 증가 추정치

총 용적 톤수

총 증가율

(2010년)

(2010~16년)

(2016년)

(%)

중국

110,000

80,000

190,000

73

일본

70,500

35,000

105,500

50

베트남

20,500

15,000

35,500

73

필리핀

10,000

10,000

20,000

100

자료: Morris(2017), p. 4.

해양 이슈에서 또 다른 문제는 해양환경에 관한 문제다. 해양환경은 아세안
의 일반 환경협력과 상당 부분 겹치는 주제인바, 아세안 환경협력의 한 부분으
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맹그로브나 산호 보호부터 기후변화, 미세 플라스
틱 문제, 해양쓰레기 등 복잡한 요소와 요인, 효과가 결합된 문제다. 아세안 지
역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서식지의 변화, 과도한 이용, 오염, 비효과
581) 중국 연안경비대와 주변국 간 갈등 사고(2010~20년)의 주요 내용은 CSIS, “Are Maritime Law
Enforcement Forces Destabilizing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582) Morris(201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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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기후변화 등이며 이 요소들은 아세안 지역 해양환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복잡한 영향을 준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는 기후변화만큼이나 아세
안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이다. 동남아는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해양 플라
스틱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2010년 추정치에 의하면, 인도
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6개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하지 못하는 20대 국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더
욱 심화되었는데, 2019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6~18년 동안 아세
안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171% 증가하였다.583)

표 4-26.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관리 못하는 국가 현황 중 아세안 국가 순위(2010년)

국가

순위

폐기물 생성

플라스틱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틱

지수(kg/ppd)

폐기물(%)

폐기물(%)

해양쓰레기(MMT/year)

인도네시아

2

0.52

11

83

0.48~1.29

필리핀

3

0.5

15

83

0.28~0.75

베트남

4

0.79

13

88

0.28~0.73

태국

6

1.2

12

75

0.15~0.41

말레이시아

8

1.52

13

57

0.14~0.37

미얀마

17

0.44

17

89

0.07~0.18

주: MMT/year Millions of metric tons per yea.
자료: Lyons, Theresa Su, and Mei(2019), pp. 12-13 재인용, 동남아 국가들만 발췌.

표 4-27. 아세안 국가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추이
(단위: 톤)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말레이시아

287,673

549,876

872,797

태국

69,487

152,244

481,381

583) Greenpeace(201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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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계속
(단위: 톤)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베트남

347,840

659,057

492,839

인도네시아

120,979

128,951

320,452

미얀마

688

1,855

71,050

필리핀

4,650

4,267

11,761

싱가포르

3,354

6,422

9,018

라오스

1,181

3,008

4,791

캄보디아

647

1,685

1,688

브루나이

30

116

185

836,529

1,507,481

2,265,962

아세안 전체
아세안(% 글로벌)
글로벌

5.38%

11%

27%

15,553,548

13,410,919

8,358,867

자료: Greenpeace(2019), p. 5 재인용.

수입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많고 수입 국가들의 폐기물 처
리 역량 역시 부족해, 소각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또한 급증하고 있
다.584)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해양오염을 일으켜 어업과 해양관광에 의존
하는 해안선 주민들의 해양경제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과 삶
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세안은 이러한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9년 제34회 아
세안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에 관한 방콕 선언’과 ‘해양쓰레기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 프레임워크(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를 채택하였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아세안 행동 프레임워크는 ① 정책지원 및
계획 ② 연구, 혁신, 역량 개발 ③ 인식 개선, 교육, 홍보 ④ 민간 참여 독려를 우
선 협력 분야로 지목하고 있다.585) 동 프레임워크는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584) Jain(2020), “Trash Trade Wars: Southeast Asia’s Problem With the World’s Was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585) ASEAN(2019b), “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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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차원의 공조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향후 아세
안 해양쓰레기 경감센터 설립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아세안은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 중인데, ‘아세안+3 해양쓰레기
경감 역량강화사업’, 세계은행과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아세안ㆍPROBLUE 활
동사업’, 노르웨이와의 ‘플라스틱 오염 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순
환경제를 위한 아세안ㆍEU 파트너십’ 등이 대표적이다.586)

3. 소결
지금까지 신남방국가들의 경제협력 및 비전통안보 협력수요를 알아보았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과
인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각 분야별 개발수요를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비롯한 관련 지수를 활용해
한국과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ㆍ미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에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우선 협력 분야는 [표 4-28]과 같다. 본 분석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한ㆍ
미 양국간 경쟁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이 보유한 기본
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지수에 의한 경쟁력 차이를 가지
고 한국이 미국보다 우월 혹은 열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본 연구가 활용한 GCI가 한ㆍ미 양국의 관련 기초 기술력과 자금동원력
차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본 GCI 분석에서 의미
하는 부문별 협력수요는 해당 국가가 한 단계 높은 발전단계(비교대상국가군)
로 도약하기 위한 개발수요 중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수요를 뜻하는 것으로,
협력수요가 낮다는 것은 해당부문의 실제 개발수요가 낮거나 해당부문이 차상
586) Asean(2019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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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전단계와 근접함으로 인해 한국과 협력할 수요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GCI 분석 결과상 특정 부문의 협력 수요가 낮다고 해서 해당 부문
에 대한 대상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협력 의지가 덜하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제시된 GCI 분석 결과는 각국의 국가경제발전계획, 분야별 개발 방
향 및 전망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I의 활용은 각국의 경쟁력 수준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
를 통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양국 및 신남방지역 간의
보완적 협력 관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표 4-28. 신남방 주요국의 3대 분야별 한ㆍ미 우선 협력 가능 부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디지털

에너지

ICT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활용도

에너지 효율성 규제

스마트시티
ICT 시장 규모ㆍ혁신력

인프라
해운
도로
수자원

재생에너지 규제
1인당 에너지 수요
에너지 효율성 규제

도로

미얀마

사이버 안보
전자정부
정책ㆍ제도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규제
전기접근성

전력
해운
항공

필리핀

ICT 인프라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석유화학산업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 수요

도로

태국

ICT 인프라
디지털 활용도
정책ㆍ제도

재생에너지 규제
신재생에너지 산업
1인당 에너지 수요

베트남

ICT 시장 규모ㆍ혁신력

석유화학산업

항공

디지털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1인당 에너지 수요

도로

ICT 인프라
인도

해운
수자원

디지털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디지털 활용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 수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규제

전력
수자원

주: 사분면 표에서 1사분면에 속한 부문.
자료: 상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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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안보는 그 이슈가 매우 광범위하고 각각의 이슈 또한 여러 가지 요인
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각 이슈별로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
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환경, 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 큰 주제하에, 아세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
정해 아세안의 구체적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표 4-29 참고).

표 4-29. 아세안 비전통안보 분야의 주요 협력 이슈와 수요
협력수요*

주요 이슈
기후변화
환경

생물다양성
연무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감축, 적응, 기술이전 등)
생태계 복원역량 제고
(관련 제도 강화 및 기술, 지식 협력)
산불 방지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재난예방관리 시스템 강화

재난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

위험 및 취약성 평가역량 강화
정보ㆍ데이터 이용 가능성 개선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구난 시스템 강화

보건

보건 인프라 확충
전염 및 신종 감염병

해양

해양안전
해양쓰레기

위생 접근성 향상
보건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전염병 및 신종 감염성 질병 예방 및 통제
해적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해양쓰레기 경감역량 강화

주: 협력수요는 상기 분석내용과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PEN) 2016-2025」,587)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
(2016-2020)」,588)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 작업프로그램(2016-2020)」589) 참고.
자료: 상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물론 상기 이슈들이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과의 협력 모색 시 너무 다양한 어젠

587) ASEAN(2018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588) ASEAN(2018).
589) ASEAN(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276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다를 펼쳐놓는 것은 협력의 효과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바, 중점적으로
협력할 분야를 좁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다룬 협력 주제와 이슈들은
현재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역내ㆍ역외 협력을 추진하려는 중점 협력 분야에 속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남방
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
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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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1. 경제 분야 협력
가. 중점 및 유망 협력 국가
베트남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신남방국가는 대부분 21세기 들어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과거에 비해 부진하거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경
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규모나 비중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
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절실한 신남방국가들 입장에서
는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대중국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라도 인태 전략이
제공하는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을 배척하거나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경제 및 개발협력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
장을 추구하는 아세안과 인도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국의 경제환경
과 지정학적인 위치, 특히 중국과의 관계나 정치 리더십 등의 차이로 인해 국별
로 인태 전략에 대한 입장이 다를 뿐이다. 경제협력 관점에서 인태 전략에 대한
국별 입장을 구분해보면, 실리주의 차원에서 인태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들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남아시아의
맹주이자 거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인태 전략의 협력
대상국이자 핵심역할자(play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고려에 더해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확대를 위한 중점 국가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신남방국가의 중국과의 관계, 특히 대(對)중국 경제의존
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중국과의 무역, 투자, 5G, BRI와 AIIB 등에서의 협
력관계를 통해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평가해보면, 라오스가 가장
의존도가 높고 다음으로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순으로 높다(표 5-1 참고). 이들
국가에서 미국과 적극 협력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거나 만족할 만한 협력효과

280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인도,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의존도가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과
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4개 국가(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
마)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우선 협력국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5-1.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평가

국가
라오스

對중국 무역
(%, 2019년)

중국의 투자

5G 관련 화웨이

BRI 참여 수준과

(%, 對 GDP,

움직임1)

AIIB 자금 활용 건수

누적, 2018년)

의존도2)

(2020년 6월 기준) (2020년 6월 기준)

31.6

46.3

◎

적극 참여, 1

9.1

캄보디아

26.2

24.3

◎

적극 참여, 1

7.7

필리핀

26.6

0.3

◎

적극 참여, 2

6.5

미얀마

34.2

26.5

X∼∆

적극 참여, 1

6.4

말레이시아

21.6

2.3

◎

적극 참여, 0

6.0

태국

19.6

1.2

◎

적극 참여, 0

5.8

인도네시아

23.2

1.2

○

적극 참여, 7

5.8

싱가포르

19.8

13.9

X∼∆

참여, 1

4.4

베트남

24.2

2.3

X

참여, 0

3.5

브루나이

9.6

1.6

∆

참여, 0

3.2

인도

10.7

0.07

X

소극 참여, 17

3.0

주: 1) ◎는 실증실험과 기기 채택 등의 협력 움직임, ○는 현지기업과 각서 체결 수준, ∆는 참여 추진 움직임, X는 배제
움직임을 의미.
2) 의존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항목을 1~10으로 지수화한 후 평균한 것임.
자료: 野木森稔, 佐野淳也(2020), p. 6을 토대로 국가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저자 재구성.

다음으로 신남방정책의 극대화를 고려한 중점국가 선정도 중요하다. 베트남
의 경우 이미 신남방정책의 최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인태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교해 그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한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소다자협력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590) 이는 베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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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과의 협력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
를 배제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ICT 인프라 분
야에서 한ㆍ미 협력이 가장 유력한 국가로 관측된다.591) 베트남과의 성공 스토
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국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인도는 최근 국경유혈 사태 이후 5G 네트워크에서 중국기
업을 배제할 것이라 선언하였으며, 미국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지속가능 성장 및 신수도 이전 추진
과 관련해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신남방지역 내에
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 투자, ODA 등의 측면에서 교류가 가장 활발
한 국가들이다. 아울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남아시아와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이자 지역 내 중심 국가인 데다가 베트남과 함께 한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거점국가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도 성장가능성과 아세안
내 소다자 지역 역할 측면에서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도 중요 협력대상국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ㆍ미 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능력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야별 육성정책의 적절성과 정부의 추진
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바에 의하면, 4장 1절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 협력 분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5-2 참고). 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재원조달능력을 갖춘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모든 분야에서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추진력은 디지털과 인프라 분야에서는 강하
590)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Le Hong Hiep 연구위원 화상 인터뷰(2020. 6. 26).
591) 일례로 2020년 ISEAS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5G 공급자 선호도는 삼성(38.8%)이 가장 높았
고, 에릭슨(25.7%), 알티오스타, 시스코, 퀄컴 등의 미국기업(20.4%), 노키아(9.95%)가 그 뒤를 이
었다. 반면 다탕텔레콤, 화웨이, ZTE 등의 중국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는 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ng et al. 2020,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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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분야는 중간 정도로 분석되고, 베트남의 추진력은 중간 정도이나 에
너지 분야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은 모든 분야에서 중간 정도의 추진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베트
남에 이어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받는 미얀마는 디지
털과 인프라 분야에서는 중간 정도의 추진력을, 에너지 분야에서는 약한 추진
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 5-2. 신남방국가별 주요 협력 환경평가

국가

인구

GDP

분야별 정책 추진력

분야별 개발･협력

(백만 명,

(십억 달러,

(정책+능력)1)

수요와 잠재력2)

2019년)

2019년)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브루나이

0.5

13.5

강

강

중

◦

◦

◦

캄보디아

16.0

27.1

약

약

중

◯

◯

◯

인도네시아

268.1

1,119.2

중

중

중

∞

∞

∞

6.9

18.13)

약

중

약

◯

◯

◯

말레이시아

32.6

364.7

강

강

강

◎

◎

◎

미얀마

54.3

69.3

중

약

중

◎

◎

∞

필리핀

107.3

376.8

중

중

중

◎

∞

∞

싱가포르

5.7

372.1

강

강

강

◎

◯

◯

태국

69.3

543.7

강

강

강

◎

◎

◎

베트남

96.5

261.9

중

강

중

∞

∞

∞

1,342.6

2,888.3

강

중

강

∞

∞

∞

라오스

인도

주: 1) 정책의 적절성과 추진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임.
2) ∞은 매우 큼(혹은 많음), ◎은 큼, ◯은 다소 있음, ◦은 작거나 미미함을 의미하며, 상대적 평가임.
3) 2018년 기준.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 p. 78, 101와 4장 1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는 분야별 개발 및 협력수요와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협력 방향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표 5-2]에서와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로 대
변되는 경제성장 잠재력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신남방국가 중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개발ㆍ협력수요와 성장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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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은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미얀마는 인프
라 분야의 개발ㆍ협력수요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과
미얀마의 그 외 분야와 태국, 말레이시아의 모든 분야는 개발ㆍ협력수요와 성
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인태 전략에 대한 입장과 앞에서 검토한 4개의 기준(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 극대화, 분야별 정책대응능력, 개발ㆍ협력수요와 잠
재력)을 종합하면,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점 국
가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거의 모든 면
에서 중요성과 함께 전략적 필요성이 돋보이는 국가들이다. 다음으로는 당장의
협력 확대보다는 신흥시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분야별 개발 및 협력수요
나 잠재력이 큰 유망국가로 필리핀과 미얀마를 선정할 수 있다. 이들 2개 국가
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부담이지만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가
능성이 크고, 필리핀은 에너지와 인프라, 미얀마는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수요와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들 2개국은 그 외 분야에서의 협력수요나 잠
재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
아와 비교해 그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아세안 내 선발개도국
으로서 분야별 협력수요와 잠재력이 크고 정부의 정책 추진능력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 더해 태국은 소다자로서 메콩지역개발(GMS Program과 ACMECS)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라는 중요성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록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4장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싱가포르 역시 협력수요나 역할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신남방지역 내 유일한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특
히 디지털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역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아세안 역내에서 주도하는 네트워크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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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 및 부문별 중점 협력방안
1) 디지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상대적으로 발전단계가 높
은 국가는 ICT 인프라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은 수요를 가졌다. 높은 수준의
ICT 인프라 확충을 통해 ICT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신성장동
력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아직은 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얀마와
베트남은 고품질의 ICT 인프라보다는 디지털 정책과 제도, 전자정부,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초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베트남이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
기술숙련도에 대한 수요를 높게 나타낸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미얀마
도 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발전단계가 낮은 국
가는 디지털 전환 초기에 주로 정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절한 인적자원 및 기술공급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남방국가의 협력수요를 파악할 때 발전단계에
따라 협력수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
기적 관점에서 협력 부문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
GCI의 디지털 분야 지수는 한ㆍ미 양국의 디지털 분야 경쟁력이 유사함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등이 높은 수요를 드러
낸 ICT 인프라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ㆍ미 협력 추진 시 이들 국가의 ICT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규범과 표준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의 디지털 규
범을 아세안에 전파하려 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아세안 디지털 생태계 형성은
한국 디지털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59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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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태 전략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적극 견제하려 하고 있다. 따
라서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은 한ㆍ미가 중점적으로 협력할 부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은 대부분의 신남방국가에 적용되는 과
제이긴 하지만, 특히 태국과 미얀마의 협력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의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기술숙련도 부문의 협
력수요가 높고 한ㆍ미 모두 이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디지털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상설 전문가 포럼 및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표준에
익숙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
과 ‘미ㆍ일 전략적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JUSDEP)’을 맺고 글로벌 디지털 경
제환경 조성을 위한 워킹 그룹, 디지털 인프라 개발, 사이버 안보 관련 워크숍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유사한 파트너십 추진을 통해 신남방국가에 대한
한ㆍ미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GCI 분석 결과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수요는 높으나,
미얀마를 제외하면 한국과 미국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APEC 또
는 EAS 차원에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고, 지역협력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면서, 자국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사이버 안보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
라 할 수 있다. 비전통적 안보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국가
단위, 지역 단위, 1.5 트랙 등 신남방지역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고취할
수 있는 다층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2018년 싱가포르가 ‘아세안ㆍ싱가포
르 사이버안보센터(ASCCE)’를 신설하고 미국, 호주, EU, 한국 등 역외 국가들
의 참여를 촉구했던 만큼, 우선적으로 ASCCE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SCCE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한ㆍ미가
592) 「韓스타트업, 아세안 디지털 생태계 적극 참여해야」(2019.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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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지원하거나, 신남방국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이버 안보 연수 프로그램
을 실시할 수 있다.

2) 에너지
4장 GCI 분석 결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모두 경제ㆍ사회 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전
기접근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
남, 인도는 전기접근성뿐 아니라 1인당 에너지 수요에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
다.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측정된 1인당 에너지 수요량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추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전자제품의 수요 정도를 가
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전기접근성이 전기에 대한 양적인 접근 정도를 의미
한다면, 1인당 에너지 수요는 전기에 대한 질적 접근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인당 에너지 수요가 이미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한국과 미국은
에너지 수요의 질적 개선에 관해 신남방지역과 협력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93)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인도는 에너지 효율성 규제에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데, 스마트 그리드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송배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ㆍ미 양국은 1인당 에너지 수요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규제에
대해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남방지역 에너지 수요의 질적
개선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규제에 대한 높은 협력수
요를 보이고 있는 이들 국가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593) 예를 들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8년 1만 195kwh로, 아이슬란드와 미국 다음으로 높고, 영
국ㆍ독일ㆍ일본ㆍ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보다 많다(국가지표체계, ‘1인당 전력
소비량’, 검색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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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의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
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신정부 모두 ‘그린 뉴딜’ 정책 차원에서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신남방국가의 신재생에너
지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신남방국가들이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 거래에 있어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ㆍ제안한다면 신남방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의 소다자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인프라
4장 GCI 분석 결과, 인프라 분야의 협력수요는 신남방국가별로 상이하게 나
타났다. 아세안 회원국과 인도는 각각 다른 발전단계에 속할 뿐 아니라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 4장의 방법론이 제시하는 수요는
상위 발전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 수요를 의미하므로, [표 4-12]
에서 하드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투자 수요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양쪽
방식 모두에서 도로, 전력, 수자원 분야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4-12]의 투자 수요 측면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도로
에 대해 높은 수요를 나타냈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태국은 전력에 대
한 수요가 높았다. 한편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높았다.
이처럼 신남방지역과의 인프라 협력은 국가별 차이점을 먼저 인식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국별 지원 정도와 제
도 및 환경을 확인해야 효율적인 사업구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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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협력하고 있으므로,
관련 프로그램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즉 한국과 미국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신남방지역 각국
의 제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 사전작업을 함께할 수 있다. 신남방지역
의 인프라 지원정책과 인프라 건설 역량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프라 건설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제적으로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규제 관련 착오를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 및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도로, 수자원, 전력 분야에서 신남
방국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수요와
한국과 미국의 인프라 경쟁력을 매칭시켰을 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베트남의 공통 협력 부문으로 도로를 꼽을 수 있다. 아세안 지역의 도로는
연계성 개선사업 덕분에 이미 양적ㆍ질적으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지역간 개발격차가 커서, 도로 확충
및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도로사업은 개발도상국이 상위 발전단계
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산업발전의 근간이며, 한국과 미국 모두 동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로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를 통해 신남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협력대상국의 도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ㆍ미가 인공위성을 활용한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에 공동 협
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섬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수요 예측을 단시간에 정확하게 완수하기 어렵다. 따라
서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도로 건설의 우선순위와 도로 규모를 대략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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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부족은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에너지 공급 등
산업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수
자원은 위생 및 환경,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문이
다. 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가 상위 발전단
계로 이행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에
서도 수자원은 1사분면에 근접해 협력수요나 협력경쟁력이 높은 부문으로 분
석되었다. 한국은 그간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자원 협력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미국도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를 추진해오면서 신남방지역의 수자
원 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경성(물리적)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기보다는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 등 연성(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성 인프라 건설 경험과 결합한다면 시
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고 한국은
실질적인 사업 이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594) 따라서 수자원 개발과
관련되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수
자원공사의 ‘한ㆍ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가 미국과 함께 수행하는 사업 규
모는 각각 50만 달러씩 투자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대부분이 수자원 관리를 통
한 재난관리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수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595) 일례로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관심사인 메콩 지역의 상수도 및 배수
시설, 더 나아가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건설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수 있다. 특히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요소로서, 스
마트 물관리 인프라 구축은 신남방지역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
한 출발점으로도 의미가 있다.
594) 한국수자원공사 ‘한ㆍ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 관계자는 미국 공병대의 수자원 관리 기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미국 공병대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기록은 다른 사업을 수주할 때 트랙 레코
드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 조영현 책임연구원 인터
뷰(2020. 8. 20)).
595) 2016년 11월과 2017년 12월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회의 당시 양국간 SERVIR-Mekong 협력을
제안하였고 2018년 12월 K-water – NASA ‘물관리 및 수재해 분야 위성활용기술 공동개발’ 이행
각서가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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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인프라 역량은 전력공급 수준과 전력접근성, 즉 공급 측에 관점을 두고
평가되었다. 반면 앞서 에너지 분야의 전기접근성은 수요 측에 중점을 둔 전력
접근성과 청정취사비율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남방국가 대부분
이 전력 인프라에 높은 수요를 드러냈으나, 한국과 미국은 인도와 미얀마에서
만 높은 협력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지역은 2010년대 평균
5%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전력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공급 증가가 필요한바, 한ㆍ미가 경쟁력을 보인 인도와 미얀마에 대한 전
력 설비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전력 인프
라 건설을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한국과
미국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전력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을 양국이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진출 제반여건을 조
사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함께 수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를 인도와 미얀마 담당 부처에 설치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과 협의한다면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비전통안보 이슈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
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한ㆍ미 간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협력부터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ㆍ미 간 협력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려면 양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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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아세안의 협력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방향
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비전통안보 협력 이슈 중 ODA가 활용되는 분야가 많은
바,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를 설치해 유망 협력 분야 및 구체적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을 만들어 아세안의 비전통 분야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지만 한국과 미국 간 관심의 온도차가
있는 분야의 경우,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아세안과 양자 협력을 추진하되 필요
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596) 이런 배경을 놓고
본 소절에서는 4장에서 언급한 4대 협력 분야 중 아세안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도 한ㆍ미 협력이 유망한 세부 협력 분야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가. 환경 분야
아세안의 협력수요도 높고 한국이 지금까지 아세안 개별국 혹은 아세안 집
합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던 환경 관련 협력을 감안할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환
경 분야의 협력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협력으로 보인다. 반면
연무문제의 경우, 일반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아세안의 구체적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긴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큰 틀에서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먼저 기후
변화는 아세안이라는 대상을 차치하고라도 전 세계적인 일반 환경문제로 꼽히
며, 한국과 미국 모두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한ㆍ미 협력이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비록 트럼프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때문
에 상원에서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9년
2월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 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으
며, 2020년 민주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도 활용되었다.597) 한국도 2020년
596) 대표적인 예로 해양쓰레기 협력 분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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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저탄소ㆍ친환경 전환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였다.598)
양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국내 경제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은 아세안에서도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한ㆍ미가
기후변화 관련 양자 협력기금 설립 등을 통해 아세안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모두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 목표 달성을 충족시킬 명확한 메
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성을 평가할 전문인력이 부
족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인센티브를 관리ㆍ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599) 이런 점에서 한ㆍ미가 그린뉴딜 정책의 국제협력 차원에서 아세안과
의 정책 대화,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차원, 또한 국별로 협력 가능한 세
부 분야를 선별해 해당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아세안의 특수 수요가 있는 분야로는 연무문제
를 꼽을 수 있다. 동남아 연무문제는 아세안의 환경협력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협력 분야로 설정되어 있을 만큼, 아세안 환경협력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은 ‘초국가적 연무를 통제하기 위한 아세안의 협력
로드맵’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이 로드맵은 아세안 연무문제 해결을 위한
8단계 협력사업, 각 실행 과제별로 담당 주체, 시기, 이행 장소 및 자원 확보(재
원 확보 및 협력 대상)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협
력에 대한 한ㆍ미 합의문서는 아세안 연무에 대한 협력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
지는 않다. 신남방정책 단독으로도 구체적으로 연무협력에 관한 언급은 없고,
큰 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세안+1
597)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문진영 외 2020, pp. 5~6).
598) 문진영 외(2020), p. 3.
599) Tan and Kamaruddin(2019),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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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한ㆍ아세안 산림 고위급회의 개최 등 산림협력을 지속해왔고,600) 아
세안 개별국을 대상으로 이탄지와 산불관리 협력을 추진해왔다.601) 따라서 산
림협력은 미국과 협력 시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나갈 분야가 될 수
있다.
다만 그간의 한ㆍ아세안 산림협력 노력은 인도네시아라는 특정 국가에 집중
되었고 아세안 차원의 노력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미
국과 협력 시 아세안 차원의 관련 기구, 제도와 보다 긴밀히 관계를 맺고 협력
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ATHP의 계획, 특히 아세안 이탄지
관리 전략(APMS: ASEAN Peatland Management Strategy), 이탄지 생태계
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아세안 프로그램(APSMPE: ASEAN Programme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Peatland Ecosystems) 등의 아세안 제도
와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이 연무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상대국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아세안 연무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적으로 일종
의 ‘아세안 연무 해소 협력기금’을 만든다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별도의 기금을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국과 미국이 현재 지원하고 있
는 협력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연무를 위한 기금으로 별도로 설정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으면서도 한ㆍ미 협력이 용이한 다른 분야는 메콩 지
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이다.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PECN) 2016-2025」는
우선 협력과제 중 하나로 ‘자연 보존과 생물다양성’을 꼽고 있다. 그 하위 단위
에는 보호구역, 생물종 보존, 외부 종의 침투 방지, 그리고 농업 생물다양성 등
6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한-아세안 산림 최고위급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601) 한국은 연무 발생의 핵심인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한국의 산불관리 기술 및 시스템 보급 사업을 해
왔고 나아가 ‘이탄지 복원, 산불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도 맺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
시아 내 산불재난관리센터 설립, 산불관리 전문인력 강화, 진화장비 보급, 이탄지 복원 및 재생사업
등을 신남방정책 이전부터 진행해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산림청 보도자료(2020. 9. 25), 「한
-인도네시아, 훼손된 이탄지 복원, 산림휴양 협력 강화」,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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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602) 한ㆍ미 모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이미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ㆍ메콩 생물다양성센터 협력을 진행하
고 있으며, 미국 역시 LMI하에 2005~19년 진행해온 사업 중 환경과 수자원
관리 협력에서 ‘자원의 보존과 관리’ 항목을 통해 메콩 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협력을 추진해온 바 있다. 따라서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 더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LMI를 확대해 새롭게 이름을 단 ‘메
콩ㆍ미국 파트너십(Mekong-U.S. Partnership)’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이다.
USAID 등 미국 관련 부처와의 협력하에 메콩 유역의 보호지역 관리, 종자 보
존, 외래 종 침입 예방 및 사후 대응, 수질 관리(오염물질 관리), 생태계 복원사
업 추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메콩 지역의 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연구
를 수행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 재해ㆍ재난 분야
재해ㆍ재난 분야의 비전통안보 협력은 우선 사전 예보 혹은 경보와 구조구난
을 포함한 재난 발생 이후 수습 및 복구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추진될
수 있다. 먼저 2019년 발표한 미ㆍ아세안 협력 문서(The United States and
ASEAN: Expanding the Enduring Partnership)에 따르면, 미국은 메콩강
위원회(MRC) 지원을 위해 한국과 함께 위성기술을 활용한 메콩 지역의 홍수와
가뭄 위험 평가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603) 위성을 활용한 메콩강 홍수 혹은
가뭄 예방은 한ㆍ미가 협력을 강화할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메
콩 지역의 범람과 가뭄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중요한
재난문제이므로 미국과 한국이 위성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홍수와 가뭄 관련
602) ASEAN(2018b), “ASEAN Strategic Plan on Environment(ASPEN) 2016-2025,” pp. 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603) U.S. Mission to ASEAN(2019), “The United States and ASEAN: Expanding the Enduring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 295

예보 및 경보를 제공하면 메콩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런 협력이 단순한 예ㆍ경보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메콩 지역의 홍수에 대비
한 인프라 구축 등의 협력으로까지 확장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메콩 지역의 개별 국가, 특히 라오스 비엔티안 주변 메콩강 제방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604) 다른 국가의 메콩강 주변 제방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미국과 협력해 참여하면 지역 재난문제 해소에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 보다 규모를 확장해 아세안 지역의 자연재해에 관련된 경보
및 예보 시스템 구축에 재원과 기술을 투입하는 부분도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에 관해 한국과 미
국이 기상위성을 동원해 수집된 정보를 아세안특수기상센터(ASCM: ASEAN
Specialised Meteorological Centre) 등과 공유하는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재난 발생 이후 중요한 사안은 긴급 구조구난의 문제이다. 아세안이 자체적
으로 긴급대응팀과 구난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넓은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보다 많은 구조구난 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한국
과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난 발생 이후가 아니라 평시에 아세안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대응팀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파견될 것인지, 어떤
협력을 진행할 것인지 아세안은 물론, 미국과도 의사소통 채널 확보 및 대비 시
나리오에 대한 사전 협의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분초를 다투는 재
난 발생 시 사전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와 사전 협의된 의사소통 채널에 따라 신
속하게 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장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아세안 대응팀 사이
효과적인 업무분담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ㆍ아세안
관련 기관 간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아세안 긴급대응팀의
능력 배양도 함께 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기존 민간 차원의 협력도 있지만 군 사이의 협력도 강화
604) 「메콩강에 제2한강의 기적…EDCF가 경제영토 넓힌다」(2014. 7.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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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범위한 구조구난 작전은 필연적으로 해군이나 공군
의 역량을 동원해야 하며, 따라서 군의 관여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군의 관여
가 불가피할 때 한국군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INDOPACOM)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INDOPACOM은 1994년부터 태평양
지역의 인도적 지원과 구조구난 문제에 대해서 연구, 훈련하고 군과 민간의 협력
을 실시해오고 있는 하와이 소재 재난 관리 및 인도적 지원 센터(CFE-DM: Center
for Excellence in Disaster Manage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를 운영하고 있다.605) CFE-DM은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해 인태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사령부 소속이며 이 지역의 다양한 재난,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한 연
구, 작전의 노하우를 오랫동안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미 인태 사령부
와의 구조구난 협력 논의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
가 인태 사령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군의 구조구난 협력을 인도를 포함한 서
남아로 확대하는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다. 보건 분야
보건협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
이다.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안(신남방정책 플러스) 역시 코로나 등 지역 광역
질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보건협력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아
세안 국가들의 보건 관련 협력수요는 「아세안 포스트-2015 보건 개발의제
(APHDA: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2016~2020」
에서 파악이 가능한데, 「APHDA 2016-2020」은 아세안 내 보건협력을 ① 비
감염 질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일반적인 건강한 삶의 증진 ② 감염병과 풍토
병 대응을 중심으로 한 위협에 대한 대응 ③ 의료체계의 강화와 보건에 대한 접
근 ④ 식품안전의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606)
605) 이 센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cfe-dmha.org/)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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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분야 중에서 한국과 미국이 주로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2번인 감염병 관련 협력과 3번인 의료체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ODA 등을 통해서 아세안 개별 국가와 감염병 및 보건체계 강화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중심으로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베트
남과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증진,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병원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해왔고, 2019년에만 해도 동남아 6개국에서 모두 45개 보건 관련 ODA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607)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신남방정책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코
로나 진단 키트, 방역 물품 공여를 통한 협력, 의료진 역량강화, 전반적인 보건
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기구 설립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2020년 4월 코로나 공동 대응에 관한 국무장관과 아세안 외교장관 간 화상회
의, 보건장관 간 화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은 미ㆍ아세
안 보건 미래 이니셔티브(US-ASEAN Health Futures Initiative)를 발표했
다. 이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과 아세안이 협력적으로 보건의
료 관련 아세안의 인적자원, 연구능력, 보건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608) 2020년 10월에는 미국 수출입은행이 미국보건연대(USAHA:
USA Healthcare Alliance)와 협력해 향후 2년간 고품질의 미국산 보건ㆍ의
료 상품과 서비스를 인태 지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609)
감염병에 관한 협력은 미국과 한국의 합의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서는 특별히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간의 협력을
606) ASEAN(2018).
607)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
608) ASEAN(2020), “Co-Chairs’ Statement of the Special ASEAN-United States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
609) “EXIM and USA Healthcare Alliance Announ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t 2020
Indo-Pacific Business Forum”(2020. 10.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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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인태 지역의 질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협력을 언급하고 있다.610) 이미 한
국의 축적된 경험과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명성을 바탕으로 일
차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 「APHDA 2016-2020」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타 열
대 풍토병,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 등에 대한 협
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ㆍ미가 아세안 지역의 코
로나 대응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협력에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 두 국가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도 문
제지만 빠른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체계의 문제도 크다. 의료체계
의 역량이 빠른 확산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이 두 국가의 사망률은 다
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라도 한국
과 미국은 아세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아세
안의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조류독감 등은 아세안 지역의 몇몇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조류독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
는 것은 물론 발병 시 효과적인 조기 차단을 위한 시스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알려진 감염병이 아닌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협력도 필요하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에 대처하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신속한 추적과 효과적 격리, 그리고 이런 조치를 가능하게 했던 IT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런 기본
적인 역량과 체계, 그리고 기술을 결합하고 이를 다루는 담당자들의 능력을 배
610) 주한미국대사관 미디어노트(2019. 11. 2), 「한ㆍ미 양국 지역 내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비공
식 번역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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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더라도 이에 훨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는 일이다. 한국이 지난 메르스(MERS)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이번 코로나 사태에 미국의 대응은 미흡했으나, GHS
지수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감염병 예방 및 탐지에 대한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차원, 혹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체
계적인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데 한ㆍ미가 협력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과 한
국의 감염병 예방ㆍ탐지 시스템 및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능력 노하우를 공유
할 수 있는 전문가 포럼 개최, 아세안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라. 해양 분야
해양문제는 본 연구에서 비전통안보 협력 분야로 상정한 네 가지 분야 중 가
장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다른 분야의 경우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
략과의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 안보ㆍ전략적 측면에서의 부담이 크지 않은 데
반해, 해양문제는 전통안보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비전통안보 문제라 하더
라도 군(해군 및 공군), 경찰, 해양경찰 혹은 해안경비대의 활동이 연계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양문제는 동남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
인 남중국해 문제와 직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런 해양문
제의 특성은 한ㆍ미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한 제약을 가한다. 한
국은 중국과의 관계, 해양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해 해양
문제 중에서 비교적 연성적인 이슈를 다루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연성 이슈보다는 비전통안보 중에서도 경성 이슈에 해당하는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한국은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해양환경, 해양쓰레기, 해양생물 다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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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지만, 미국은 해양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안보
관련 능력 배양, 해양에서의 공동 훈련 등 전통안보에 접근한 이슈들을 중점 협
력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호
민감한 부분과 관심이 덜한 부분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이 그나마 의견 접근
을 모을 수 있는 분야는 해양안전, 특히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Search
and Rescue) 혹은 HA/DR, 그리고 해양을 무대로 펼쳐지는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야생동물 밀매 등 초국가적 범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
제인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즘의 경우 다른 초국가적 범죄와는 달리 필연적으
로 보다 깊숙한 군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적으로 아세
안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한국은 인태 전략과의 협력 차원에서 해양에서의 구조구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지역, 특히 해양부 아세안 국가의 해역에서
는 크고 작은 해양사고뿐만 아니라 항공기 추락과 같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물론 아세안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조구난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긴 하
지만, 기술ㆍ역량ㆍ장비 등의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역의 구조구난 작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평시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구조구난 역량 강
화를 공동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구난의 문제는 단순히 해양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인도적 지원과 구난의 협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
러 가지 차원에서 한ㆍ미ㆍ아세안 간 협력 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해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협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신매매, 마약밀매, 소형무기 밀매, 야생동물 밀매 등 초국
가적 범죄는 대륙부 동남아의 경우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
부 동남아의 경우 해당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치안 역량으로 인해서 주로
해양 영역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양에서는 국가의 관할권을 초월해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 영역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내륙보다 초국가적 범죄의
취약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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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 능력, 해양경찰 혹은 해양경비대, 해군의 역량 강화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남아해양안보이니셔티브(MSI)를 통해 동남
아 해양국가들의 해상방어능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한국도 퇴역한 초계함과 고
속정을 필리핀ㆍ베트남 등에 공여한 바 있으나, 미국ㆍ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그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역량 강화는 아세안 국가
들의 협력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한ㆍ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수요에 부합
하는 분야인 만큼,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의 협력에 있어 보다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물론 이때 한국의 협력은 남중국해 문제와는 별개로 동남아 국가들
의 해양법 집행역량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미국의 위성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해양을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
집단은 테러집단과 마찬가지로 ICT 기술에 의존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범죄에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611)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ICT 관련 기술을
결합해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협력을 구상해볼 수 있다. 초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감청능력기술을 통해 범죄집단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
을 주고, 이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능력을 신
장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범죄 예방 및 차단은 물론
이고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능력 제고는 한ㆍ미 협력 합의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진 부분이다. 특히 이 합의문은 긴 해안선을 보유해 해상 초국가적 범죄에 취약
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IUU 어업문제도 한ㆍ미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이다. IUU 어업문제
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남중국해 분쟁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중국 어선
들이 해군, 해안경비대 혹은 어선을 가장한 민병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남아
611) Karsten(2017), “As criminals adapts to new technology, so must international la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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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EEZ 내에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동남아 국가와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충돌이 남중국해애서 종종 군사적 대치와 갈등으로도 확산된다.612) 뿐만 아니
라 동남아 국가들 간에도 서로 IUU 어업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
다. 이미 미국은 아세안에게 제안한 동남아해양법강화이니셔티브(SEAMLEI:
Southeast Asia Maritime Law Enforcement Initiative)하의 사령관 포럼
(Commanders’ Forum)에서 IUU 어업문제를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
다.613) 또한 미국 해안경비대는 2020년 9월 ‘IUU 어업에 대한 전략보고서
(IUU Fishing Strategic Outlook)’를 발표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
께 IUU 어업퇴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614) 한국 역시 중국의 불법
어업 문제로 인해 불법어업 관리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런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동남아 지역에서 불법어업 관리에 일정한 도움
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안)
∙ 국별 협력환경 및 분야별 개발수요를 고려한 중점 협력대상국 선정
기본 방향

- 최우선 협력대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중점 협력대상국: 필리핀(에너지, 인프라), 미얀마(인프라)
∙ ICT 인프라 업그레이드 협력 강화
- 중점 협력대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추진

경제

-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 컨설팅(중점 협력대상국: 태국, 미얀마)
디지털

- 현지 디지털 전문가 육성을 위한 상설 전문가포럼 및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연수 실시(중점 협력대상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 아세안ㆍ싱가포르 사이버안보센터(ASCCE) 공동 지원
- ASCCE 프로그램 공동 지원 및 아세안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안보 연수 프로그램 실시

612) Poling(2019), “China’s Hidden Nav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1).
613) U.S. Mission to ASEAN(2019), “The United States and ASEAN: Expanding the Enduring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614) U.S. Coastguar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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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에너지

∙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 이니셔티브 추진
-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신남방지역의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중점 협력대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인도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컨설팅 제공
- 중점 협력대상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프라

∙ 한국 관련 부처와 美 DFC, ITAN, TAF 등 관련 기관과의 정례 협의 추진
- 신남방 각국의 인프라 지원 정책, 건설역량, 규제 관련 제도 등을 고려한
유망 협력 분야 및 구체 사업 발굴
∙ (도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지도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추진
- 인공위성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도로 건설의 우선순위와 도로 규모
측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중점 협력대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 (수자원) 메콩 지역의 수자원 인프라 확충
- 미국의 연성 인프라와 한국의 경성 인프라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 모색
- 한ㆍ메콩물관리공동연구센터와 미국 LMI 간 협력사업 확대
- 상수도, 배수시설,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공동 건설사업 추진
∙ (전력)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
- 전력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및 제도적 지원(원스톱 서비스)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 중점 협력대상국: 인도, 미얀마

기본 방향

∙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으면서 한ㆍ미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 주무부처간 정책 대화 활성화(예시: KOICA-USAID 간 정례협의회 설치)
-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

환경

∙ 기후변화 대응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협력기금 설립
- 아세안과의 정책 대화 및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 아세안 연무관리 협력 로드맵에 대한 각 단계별 재원 지원(아세안 연무 해소
협력 공동기금 설치 등)
∙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
- 보호지역 관리, 외래종 침입 예방 및 사후 대응, 수질관리, 종자 보존, 생태계
복원사업 공동 지원

재난

∙ 메콩 지역의 가뭄ㆍ홍수 예방 지원
- 위성정보를 활용한 홍수와 가뭄 관련 예보 및 경보 제공
-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제방ㆍ호안 등)
∙ 아세안 자연재해 경보 및 예보 시스템 구축 지원
- 한ㆍ미 기상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ASCM과 공유
∙ 아세안 긴급 구조구난 지원을 위한 한ㆍ미 협력 강화
- 한ㆍ미ㆍ아세안 관련 기관 간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한국군과 미국 인태 사령부와의 협력 모색

경제

비전통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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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
- 코로나 진단 키트, 방역 물품, 백신 공여 및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의
보건

역량강화 지원
-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 전문가 포럼 및 아세안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실시

비전통
안보

∙ 해양에서의 구조구난 협력 강화
-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사고 대처역량 강화 지원
해양

∙ 초국가적 범죄, IUU 어업 등에 대한 해양법 집행역량 강화
- 노후 경비정 공여
- ICT를 활용한 초국가적 범죄 관련 정보 공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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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에서 한ㆍ미 협력 방향의 도출을 위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인 인태 전략,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의 입장과 대응, 신남방국가의
협력수요와 한ㆍ미 협력 기회를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은 그 협력대상국과 협력 분야에 있어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을 충
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상생과 번영의 상호호혜적’ 협력이라는
본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하
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전략적 고려사항
가. 신남방정책과 한ㆍ미 동맹 간의 관계 설정
먼저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한ㆍ미 동맹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 한국에 있어 한ㆍ미 동맹은 한반도 문제, 북한 위협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한ㆍ미 동맹을 인태 전략의 한 요소로 보는 미국
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615)
다만 ‘아시아 재균형’ 정책부터 인태 전략에 이르기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미
국의 협력이 대중국 전략 경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입
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과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자적
목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인태 전략을 활
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한ㆍ미 동맹 강화
의 수단이 되는 것은 한국의 대외정책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
라,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인 아세안과 인도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615) 이기태, 배정호(2019), pp. 93~94; Lee, Ji-Young(2020), pp.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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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세안은 인태 전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가급적이면 역내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이 한ㆍ미 동
맹 강화의 수단으로 비춰질 경우, 아세안 입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이 미국 인태
전략의 하위 단위로 인식되어 아세안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인도
또한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축이지만, 미국의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반중국 연
대로 발전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신남방정책이 한ㆍ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은 신남방정책의 독립성
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닿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에게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의 협력은 두 정책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협업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력 또한 신남방지역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
확히 전달해야 한다. 아세안과 인도 모두 미국의 인태 전략이 강대국 전략 갈등
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역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 ‘포용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태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
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AOIP는 인태 지역의 4대 협력 분야로 해양협력, 연계
성 강화, SDGs 달성, 경제협력을 제시했으며, 인도의 인태 비전 또한 연계성을
강조한 포용적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신남방정책도 상생과 번영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은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
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전통안보 영역과 일부 겹친다 할지라도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한ㆍ미 동
맹 차원에서 미국의 협력수요가 중첩되는 부분의 협력은 고려해볼 만하다. 가
장 대표적인 예가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에 대한 협력이다. 물론 해양
능력 배양문제는 남중국해 문제 등의 전통안보 이슈와도 연계되어 있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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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ㆍ밀매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해양에서의 구조구난에도 필요한 과제로서,
상기 목적과 관련된 협력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로 전략적 부담이 적다.
무엇보다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아세안이 환영할 만한 협력 주제이
기도 하다. 그간 신남방정책의 ‘평화’ 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확보에
치우치면서, 아세안의 이해를 고려한 쌍방향적 평화협력을 추진하는 데 미진했
던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지원한다면,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평화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함으로써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신남방국가에 대한 한ㆍ미 협력 추진 시 두 번째로 고려할 부분은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기본적으로 인태 지역 전체를 상정하는 지역 전략이며,
지역 구도와 구상(architecture)에 대한 전략이다. 개별적인 지역 국가들과 미
국이 어떤 협력적 관계를 맺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별적 협력 관계의
합을 통해 미국이 지역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담고 있다. 신남방정책
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전략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인
태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부의 인태전략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동맹 국가, 파트너 국가 등으로 나누면서 개별 국가와의 협력을 언급
하는 것은 물론 역외 국가인 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의 아시아에서 활동과 이들
국가와 미국의 협력, 3자, 4자 협력 등을 포함한 소다자협력, 그리고 지역 다자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616) 마

616)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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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국무부의 인태전략보고서 또한 지역 다자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개
별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안보협력, 인적자원 개발을 종
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대상은 거의 지역 전체를 포괄한다.617)
반면, 비교적 작은 지역적 범주를 가지고 시작한 신남방정책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만약 신남방정책이 약간의 다자요소
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신남방정책이 상정할 수 있는 다자적ㆍ
지역적 전략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이 미국의 거대 지
역 전략인 인태 전략과 만나 끌려가게 될 경우, 그 협력의 범위가 신남방정책의
당초 목표보다 확장되거나 인태 전략의 궤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일례로 ‘신
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력 관련 설명서’는 한ㆍ미 협력 과제 중 하나로 태평
양도서국에 대한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ㆍ
호주와 함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태평양도서국은
신남방정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한국도 개발협력 차원에서 태평
양도서국에 대한 독자 사업을 펼치고 있고 USAID와 KOICA 간 협력사업들도
진행 중이나, 신남방정책하에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신남방
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
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인태 전략의 목적이 아닌 신남방정책의 목
적 달성을 위해 그 제한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협력을 시작하는 시점
이나 초기에 두 정책 간 협력을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협
력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르는 동시
에 협력의 상류와 하류를 잇는 협력과제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넘어 구체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들을 논의할 관련 부
처 간 협의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미국이 일본ㆍ호주ㆍ인도
617) The U.S. Department of Stat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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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협력국과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들을 분석ㆍ참고하여 기존 이니셔티브
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
로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ㆍ미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한ㆍ미 인프라
파트너십’, ‘한ㆍ미 디지털 파트너십’, ‘한ㆍ미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한ㆍ미
메콩 파트너십’ 등의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키고 중점 협력대상국 및 세부 분야
에 대한 협력 과제 발굴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 설정 및 과제 발굴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
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대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세안은 3P 분야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반면, 인도
의 대(對)한 협력수요는 방산협력 및 제조업 투자 등 경제 일부 분야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아세안을 인태 전략의 ‘수혜국(beneficiary)’으
로 보는 측면이 크나, 인도의 경우 단순한 협력대상국을 넘어 미국 주도의 인태
지역 구도를 같이 만들어갈 핵심 역할자(player)로 보는 관점이 크다. 또한 인
태 전략하의 미ㆍ인도 관계는 쿼드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에 집중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아세안과 비교할 때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이 인도를 대상으로
협력할 사업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태 전략에서 인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도에 대한 한ㆍ미 협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이 인도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것
이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도는 ICT 인프라,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ㆍ
기술숙련도, 디지털 활용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 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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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성 규제, 스마트 그리드, 전력 인프라, 물 관리 및 수자원 개발 부문에
높은 협력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부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경쟁력을 보이
고 있어 상호 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역량
강화,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들 부문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경우, 상기 언급한 인도의 협력수요 대부분을
충족시키는 포괄적 사업을 가능하게 하며, 모디 정부가 인도 내 ‘100대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도에 대한 한ㆍ미 협력 추진이 가장
용이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인도 ODA 규정의 경직성은 한국의 대인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으나, 인도정부가 ODA 규정을 완화하고
양국 정부가 2015년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에 합의
함에 따라618) 이를 활용한 한ㆍ미 협력사업의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ㆍ미가 협력하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일
환으로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해왔다. 모디 정부는 그간 정체되었던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619) 메콩ㆍ갠
지스협력(MGC) 프로그램을 통해 메콩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620)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인도는 ‘아세안 중심성’ 및 아세안
과의 연계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므로, 인도ㆍ아세안 연계성 확대 지원은 인도
와 아세안 모두의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주제이다. 따라서 BIMSTEC, MGC하
에 진행되는 운송ㆍ통신 인프라, 에너지, 재해ㆍ재난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은
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6), 「한-인도 금융패키지 지원 정상적인 합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619) BIMSTEC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7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로서 1997년 상호기술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BIMSTEC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와 경제 규모 차이로 인해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모디 총리 주도하에 BIMSTEC을 둘러싼 역외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김도연, 한형민 2018).
620) 모디 총리는 2019년 8월 개최된 제10차 MGC 장관회의에서 ‘MGC 행동계획(2019-2022)’을 수립하
고, 협력 범위를 중소기업, 농업 및 관련 분야, 공중보건 및 전통 의학, 수자원 관리, 과학기술, 기술개
발 및 역량 구축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정영식 외 2020,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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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가 중점적으로 고려해볼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아세안
연계성 프로그램 지원은 일본이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고, 미국ㆍ일본ㆍ
인도는 인태 지역에 대한 3각 협력을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621) 다시
말해, 한국이 한ㆍ미ㆍ인도 3각 협력을 새롭게 추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인도
가 매력적으로 느낄 차별화된 전략과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MGC의 경우 아
직 역외 협력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미국이 MGC의 주요 파트
너로 메콩 유역-인도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일례로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수자원 개발 협력을 미국과 인도에 제안해 메
콩 지역 수자원 인프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622)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비전통안보 협력수요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
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비전통안보 협력방안은 아세안만의 특수한 수요와
협력방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 지역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 차원에서 인도 중심의 지역협의체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비전통안보 협력을 서남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인도는 인도양과 남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관여가 늘
어나면서 서남아에 대한 인도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원조와 투자 측면에서 역내 약소국들의 대중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도정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관여 재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남아시아 국
가들이 경제 및 보건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향후 인도는 역내 다자협의체들
을 통해 비전통ㆍ인간 안보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런 점에서 한국은 인도 주도의 역내 포괄적 다자협력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
621) 일본은 2017년부터 인도를 일본 인태 전략(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에 대한 주요
파트너로 삼고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자국의 인태 전략 간 협력 플랫폼으로 신동방포럼(Act East
Forum)을 결성해 인태 지역에 대해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G20 정상회의 기간 미국, 인도와 삼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인태 지역에 대한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622) 정영식 외(2020),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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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인도양 및 남아시아 협력 어젠다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
로나19로 인해 한국의 보건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 인도, 서
남아 국가들에 대한 보건협력은 그간 ‘번영’에만 치우쳤던 대인도 정책을 ‘평
화’와 ‘사람’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보건협력을 시작으
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영역의 비전통안보 협력을 서남아까지 확대하는 포괄
적 인간안보이니셔티브를 인도 및 역내 다자협력체에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으로 확대된다면, 인태 전략
과 신남방정책 간의 새로운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2. 주요 정책과제
앞서 5장에서 각 분야별 한ㆍ미 협력이 유망한 세부 분야와 협력사업안들을
제언했다면, 본 절에서는 보다 큰 틀에서 신남방지역에서 한ㆍ미 협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가.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앞서 살펴본 3대 경제협력 분야(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중 한국이 보다 중
점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디지털 협력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은
에너지, 인프라와 비교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추동할 주요 분야이기
때문이다. 신남방 주요국들 또한 중소득국 함정 탈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
해 디지털 경제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앞서 4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신
남방 주요국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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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신남방지역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과 추가 도약을 위한 중점 과제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다.623) 특
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전망되면서, 디지
털 분야에 대한 신남방지역의 협력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또한 신남방지역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고 및 중국의 디
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DCCP 이니셔티브를 통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인
프라 확충, 디지털 경제의 표준 수립, ICT 인프라 규제 역량 강화, 전자정부, 원
격진료 등 4차 산업 시대의 공통의 개발과제 촉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모
색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최근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며 대내적으로는
디지털 통상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관련 국제규
범 제정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최초로 디지털통
상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624) 디지털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은 하드 및
소프트(제도 및 규정, 표준화 등)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 안보, 전자정부, 스마
트시티, 중소기업 간 협력, 디지털 활용도 및 역량 강화 등 디지털과 관련한 포
괄적 내용을 아우른다. 디지털통상협정은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디지털 경제의
표준 수립에 기여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디지
털 산업이 발달한 역내 선진국으로서 디지털 관련 국제표준 및 규범 수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한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과 디지털통상협정 협상을
진행 중인바, 싱가포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즉 싱가포르를
활용해 한ㆍ미ㆍ아세안 간 3각 협력, 더 나아가 호주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와의 협력
추진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의식해 미국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를 주저
623) 응답자들은 ‘신남방지역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과 추가 도약을 위해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경제 분야’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32.6%), 산업고도화와 경쟁력 강화(24.7%), 인프라 업그레
이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13.5%), 인적자원 개발(5.6%) 등을 꼽았다(정영식 외 2020, p. 335).
624) 「한국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 싱가포르와 체결한다!」(2020. 6.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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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거부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5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남방국가에 대한 ‘한ㆍ미 디지털 파트너
십’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ㆍ미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
털 협력에 대한 양자간 정례 협의를 갖고,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연구반 설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협력사업, 전자정부 등 디지털 거버
넌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연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협력 강화
스마트시티도 한ㆍ미가 중점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분야이다. 스마트시티는
편의상 디지털 협력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교통혼잡, 폐기물처리 등 각종 도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인프라, 에너지, 비전통안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사업이다.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의 집약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 및 산업 클러
스터 건설과 연계되어 그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
율성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치안, 재난ㆍ재해 대응, 보건ㆍ의료 시스
템 개선 등 3P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도시의 스
마트시티 개발은 앞서 4장에서 분석한 협력수요를 종합적으로 망라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전 세계에서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을 통해 교통, 물류, 상하수도, 통신 전력 등 부족한 인프라를 개발하
는 한편,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625)
2018년에는 싱가포르 주도로 아세안 회원국 간 스마트시티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외 협력을 촉진하고자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를 발족하기도 했다. 아세안은 ASCN을 통해 26개의
625) 김정곤 외(2019), p. 86.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317

시범 도시를 선정하고 ① 회원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증진 ②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수익성 있는 사업 촉진 ③ 국제금융기관 등 외부 파트너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모색해왔다.626)
미국도 2018년 미ㆍ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ㆍ아세안 스마트시티 파
트너십’을 체결하고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ㆍ아세
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은 인태 전략하에 추진되는 디지털 협력의 주요 이니
셔티브 중 하나이다. 한국도 2019년 ‘한ㆍ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개
최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및 ICT 솔루션 공유 협력을 추진 중이다. 한국
의 경우 초고속 유ㆍ무선망 인프라 건설 경험 등 하드웨어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소프트산업의 최정상에 있는 미국은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다
양한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시티는 양국간 상호보
완성이 높은 대표 협력사업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
의 스마트시티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데 반해, 미국은 민간기업 진출 기반을 조
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한국은 해외 국가의 신
도시 개발 등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면서 한국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솔루
션'을 패키지로 수출하려고 한다. 따라서 미국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과 한국
의 도시개발 인프라 사업을 결합한 모델은 한국정부가 구상하는 스마트시티 해
외 진출전략과 상충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국 스마트시티 협력 시 이 점을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한ㆍ미 협력 추진 시 관련 사업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
프라 워킹그룹, 아세안 정책대화모임 등을 통해 양국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사
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간 대화 이외에 정부와 민간
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의 민관협력 포럼 활성화 또한 기업간 상호이해의 폭
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사업은 비용이 높
은 데 반해 공공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어 민간 투자 유인이 쉽지 않은 특징을
626) 김정곤 외(2019), p. 99. ASCN 시범 프로젝트 및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의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 외(2019), p. 32, pp. 62~8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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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627)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금융 지원 및
신남방국가들의 법ㆍ제도 개선에 중점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스
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중점 협력사업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선진국인 싱가포
르의 경우 도시국가로서의 장점을 살린 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헬스,
스마트 리빙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한 기초 하드 인프라를 갖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은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스마트시티를 통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 산업 클러스터 개발, 재해ㆍ재난 대응을 제고하고자 하며, 저개
발국에 속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기초 도시
인프라 건설에 스마트시티를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628) 따라서 한ㆍ미 협력 추
진 시 국별 경제 수준 및 발전전략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전략을 중점적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저개발국가의 경우 스마
트시티를 추진할 재원, 기술역량,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바,629) KOICA와
USAID 간 협의를 통해 ODA를 통한 재원 조달 및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고
려해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메콩 유역권 국가들 대상으로는
ICT를 활용한 지진, 해일, 홍수 등에 대한 재난경보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시티
와 재해ㆍ재난 대응 기능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소다자 차원에서는 메콩 지역과의 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메콩 지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주요국 개발협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메콩 지
627) 김정곤 외(2019), p. 33 재인용.
628) 김정곤 외(2019), pp. 149~151.
629) 김정곤 외(2019),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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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일본 주도의 GMS(Greater Mekong-Subregion), 중국의 LMC
(Lancang-Mekong Cooperation), 인도가 참여하는 MGC 외에도 아세안
메콩 유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MRC(Mekong River Commission), ACMECS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등 다양한 소다자협력체가 존재한다. 한국도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기존 장관급으로 진행되어 온 한ㆍ메콩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시켰으며, 한
강ㆍ메콩강 선언을 통해 ① 문화ㆍ관광 ② 인적자원 개발 ③ 농업ㆍ농촌 개발
④ 인프라 ⑤ ICT ⑥ 환경 ⑦ 비전통안보 7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
하였다.630) 미국 또한 인태 전략하에 기존의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를
‘메콩ㆍ미국 파트너십(Mekong-U.S. Partnership)’으로 격상하였다. ‘메콩ㆍ
미국 파트너십’은 약 1억 5,300만 달러를 투자해 메콩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에너지 인프라ㆍ시장 개선, 연계성 강화, 재난ㆍ재해 대응
을 지원할 계획이다.631)
이런 점에서 메콩 협력은 한ㆍ미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정책과제
이다. 메콩 지역은 수송, 경제회랑, 에너지 등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무역ㆍ
투자 촉진, 제도 개선, 역량 강화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망라한 개발협력을 추
진하기 좋은 지역이다. 또한 경제협력과 다양한 비전통안보 이슈들이 중첩되어
있어 협력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메콩 유역의
수자원 관리는 메콩 유역의 도시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홍수와 가뭄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난ㆍ재해 감소는
지역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즉 3P의 경제(상
생번영)뿐만 아니라 사람과 평화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협력을 추구하기에
좋은 협력대상이다. 한국과 미국이 메콩 협력을 통해 아세안 내 연계성 개선 및
630) 청와대 정책브리핑(2019. 11. 27), 「사람ㆍ번영ㆍ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
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1).
631) U.S. Mission to ASEAN(2020), “Launch of the Mekong-U.S. Partnership: Expanding U.S.
Engagement with the Mekong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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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한다면, 아세안의 핵심 이익인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메콩 국가들은 중국이 LMC를 앞세워 메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소다자협력을 필요
로 하고 있다. 미국 또한 LMI 혹은 ‘메콩ㆍ미국 파트너십’을 통해 동남아 대륙
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만큼, 한국과의 메콩 협력에 적극적으
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하드 인프라에 강점이 있고 미국의
대메콩 협력 프로그램들이 소프트 인프라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한ㆍ미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한ㆍ미 양국 모두 메콩 지역에 대한 독자적 협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
에 기존에 진행ㆍ계획하던 프로그램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한편, 각
국의 장점을 살려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 KOICA, DFC, USAID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한강ㆍ
메콩강 선언’과 ‘메콩ㆍ미국 파트너십’ 간 협력을 탐색하는 정례 포럼을 개최하
거나 ‘한ㆍ미 메콩협력 공동데스크’ 설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 인태 전략하에 추진되는 메콩 지역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ㆍ일 메콩전력파트너십(JUMPP)
에 공동 참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한ㆍ미 메콩전력파트너십’을 별도로 추진하
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중심성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는 메콩소다자협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ACMECS, MRC, 캄ㆍ
라ㆍ베 개발삼각지대(CLV-DTA) 등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메콩 지
역에 대한 삼각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태국과의 공동 협력 추진 등을 통해 메콩
지역을 한국 소다자협력의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다.

라.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비전통안보는 그 이슈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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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모색하기 좋은 아이템 중 하나다. 우선 비전통안보 이슈는 경제협력과 함께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생길 수 있는 전략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 분야이다. 지역전략, 특히 강대국 전략 경쟁에서 핵심은 전통안보 문
제에 있다. 반면 비전통안보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는가에 따라 협력대상 지
역의 긴급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전략적 함의를 적게
가진다. 더욱이 비전통안보 협력이 인간안보 이슈와 결합될 때에는 비전통안보
이슈가 가진 전략적 성격이 더욱 약화된다.
아세안 지역의 비전통안보 문제가 가지는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주제간 중
첩성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제가 개별적인 비전통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비전통안보 문제와 중첩되는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태
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직접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기도 하지만, 태
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전염병과 위생문제가 대두된다. 아세안의 경우 재난
문제는 환경문제와도 중첩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
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다시 보건문제와도 직결되는데 연무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개별 국가, 지역 차원의 보건문제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런 비전통안보의 중첩성은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에도 중요한 함
의를 지닌다. 신남방정책은 크게 3P라는 세 가지 분야의 협력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 비전통안보의 문제들을 보면 이 3P는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실
체를 가지고 발생한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평화(peace) 협력의 문제인 동시에
해당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개인을 생각하면, 그리고 아세안에서 해당 비전
통안보 이슈를 다루는 분야를 생각하면 인간안보의 문제가 되고 사람(people)
협력의 중요한 사항이 된다.632) 더 나아가 해양문제, 재난문제, 보건문제, 환경

632)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 차원에서 많은 비전통안보 이슈, 인간안보 이슈가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차원이 아닌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초국가적 범죄, 마약 문제 등은 APSC 산하의 장관급회의
에서 다루어지는 반면, 유사한 기후변화와 연무를 포함한 환경 문제, 재난과 긴급 재난대응, 보건 문제
등은 ASCC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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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은 필연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피해를 입히며 추가적인 재
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므로 번영(prosperity)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따라서
비전통안보 문제는 3P 분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3P의 이슈를 한꺼
번에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신남방정책은 3P 정책을 표방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협력사업들이
경제협력에만 집중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세안의 핵심적 이해인 비전
통안보 협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633) 실제로 2020년 미국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가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은 전통안보보다
비전통안보 문제가 국가안보를 더욱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기후변화를 가장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634) 정영식 외(2020)가 신남
방국가들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아세안 역
내 안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수요로 비전통안보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
다.635)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향후 비전통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의 비전통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특정 분야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이 분절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한ㆍ미 간 종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ㆍ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SED) 혹은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 등 고위급 대화를 통해 우선 협력 분야
를 선정한 후,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간 MOU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
한 협력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비전통안보 이슈의 중첩성

633) 정영식 외(2020).
634) 설문조사에 응한 아세안 주요 6개국은 자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꼽았으며, 그 외에도
경제적 불안정, 재난재해, 인간안보(물, 식량, 교육 등), 보건 이슈들을 주요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Green, Searight, and Buchan 2020, pp. 15-16).
635) 정영식 외(2020), pp. 3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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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각 이슈별 전문가들을 모아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정례 포럼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한ㆍ미 공동 주최로 아
세안 기후변화포럼을 개최하고, 한국ㆍ미국ㆍ아세안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한국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
다. 해양에서의 구조ㆍ구난, 초국가적 범죄 등에 대한 해양 동남아 국가들의 역
량 강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해양과 관련된 대아세안 한ㆍ미 협력은 반
드시 한ㆍ미 양자 사이의 협력일 필요는 없다. 아세안 해양문제는 ARF, ARF
산하 해양문제 관련 회기 간 회의, ADMM+의 해양 관련 연구반, 그리고 아세
안해양포럼(AMF: ASEAN Maritime Forum) 등 기존의 많은 역내협력체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다자협력체에서 한국과 미국이 일정한
입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자협력을 촉진시
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다자협력 틀하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연
구반의 활동을 진작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양문제
에 관한 지역다자협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협력은 신남방정책이
취약성을 보이는 다자틀 속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뿐만 아
니라, 해양협력, 특히 전통안보와 관련된 주제 혹은 군이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한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전략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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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부문

국가

프로젝트명
National Road No.5 Improvement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도로
철도
철도
교량

National Road No.5 Improvement
Project (III)

도로

고속

Project (II)

방글라데시
미얀마
방글라데시

Davao City Bypass Construction
Project (II)
North East Road Network Connectivity
Improvement Project (Phase 4)
Chattogram-Cox's Bazar Highway
Improvement Project
Yangon-Mandalay Railway
Improvement Project (III)
Jamuna Railway Bridge
Construction Project (II)
Cebu-Mactan Bridge and Coastal

인프라 교통

교량

필리핀

Road Construction Project
The Metro Manila Priority Bridges

인도

공항

방글라데시

2020. 3. 24

117

2020. 6. 8

348.3

2020. 3. 27

149.3

2020. 8. 12

19.1

2020. 3. 31

406

2020. 8. 12

890.2

2020. 6. 8 1,192.2

139.7

Mumbai Metro Line 3 Project (III)

2020. 3. 27

399.3

2020. 8. 12

556.0

2020. 8. 12

721.9

2020. 5. 29

525.7

2020. 3. 27

669.1

2019. 5. 29

388.7

2020. 8. 12

800

Dhaka Mass Rapid Transit
Development Project (IV)
Development Project (Line1) (I)

방글라데시

117

2020. 3. 27

Dhaka Mass Rapid Transit

항구

2020. 3. 24

Ahmedabad Metro Project (II)

Development Project (I)

인도

(억 엔)

44.1

Dhaka Mass Rapid Transit

MRT 방글라데시

차관 규모

2020. 1. 9

Seismic Improvement Project (II)
지하철

각서
교환일

Mumbai Trans-Harbour Link Project
(II)
Matarbari Port Development Project
(I)
Hazrat Shahjalal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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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인프라

에너지

국가
회랑

인도

경제특구

미얀마

인프라 일반

미얀마

전력보급

미얀마

화력발전

방글라데시

전력 효율화

방글라데시

프로젝트명
Dedicated Freight Corridor Project
(Phase 1) (IV)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in Thilawa Area (Phase 3)
Region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Urban Area Power Distribution
Improvement Project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roject (V)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Promotion Financing Project (Phase2)

각서

차관 규모

교환일

(억 엔)

2020. 3. 27

1,300

2020. 3. 31

73.4

2020. 1. 21

386.4

2020. 1. 21

122.9

2019. 6. 30 1,431.3
2019. 5. 29

200.8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List of Exchange Not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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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부문

디지털

국가
파푸아
뉴기니

프로젝트명

발표

지원 규모

연도

(호주 달러)

- 호주-파푸아뉴기니 사이버 안보 협력 MOU 체결
* 양국간 사이버 협력 강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한 2018
PNG 경제 및 안보 강화

3,840만
(2022년까지)

- 동남아 경제 거버넌스 및 인프라 이니셔티브(Southeast
동남아

Asia Economic Governance and Infrastructure Initiative)
* 세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부채관리 등 경제

2018

연간
1,500만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
파푸아
인프라

뉴기니,
솔로몬
제도
태평양
도서국,
동티모르

에너지

메콩강
유역 국가
캄보디아,

기업환경

라오스,

개선

미얀마,
베트남

코로나19
대응

태평양
도서국,
동남아

-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해저 고속인터넷 케이블 건설
*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제공으로 경제 2018

13억

개발 지원
- 호주 태평양 인프라 파이낸싱 이니셔티브
(AIFFP: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2019

20억

* 인프라 개발 재정 지원
- 호주-메콩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AMWF: AustraliaMekong Water Facility)

2018

- 메콩 비즈니스 이니셔티브(MBI: Mekong Business Initiative)
*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기업운영을 위한 2013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 육성

986만
(2019~23년)

1,530만
(2013~19년)

- 코로나19 대응 파트너십
(Partnerships for Recovery: Australia’s COVID-19
Development Response)

2020

-

* 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보건안보ㆍ인권ㆍ경제회복 지원

자료: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Australian Government 홈페이지, “MOU Between Papua
New Guinea and Australia Relating to Cyber Security Cooperation”(검색일: 2020. 6. 23); Prime Minister
of Australia, “Strenghtening Australia’s Partnership with AS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3);
“Australia to build undersea internet link to Solomon Islands after Chinese influence concerns”(2018.
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3); “Fears over debt vulnerability as AIFFP remains delayed”(2019.
11.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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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부록 표 3-1. 선택 강요 시 아세안이 지지(align)해야 할 국가
(단위: %)

국가

중국

미국

아세안 평균

46.4

53.6

브루나이

69.1

30.9

캄보디아

57.7

42.3

인도네시아

52.0

48.0

라오스

73.9

26.1

말레이시아

60.7

39.3

미얀마

61.5

38.5

필리핀

17.5

82.5

싱가포르

38.7

61.3

태국

52.1

47.9

베트남

14.5

85.5

자료: Tang et al.(2020), p. 29를 토대로 재구성.

부록 표 3-2. 규칙기반 질서 유지 및 국제법 수호에 리더십을 발휘할 국가/기관
(단위: %)

EU

인도

아세안

국가

호주
5.7

중국
5.5

33.0

1.4%

일본
20.0

뉴질랜드
6.7

한국
0.9

미국
24.3

러시아
2.5

브루나이

8.2

5.1

28.9

0.0

22.7

12.4

2.1

18.5

2.1

캄보디아

3.8

0.0

38.5

0.0

26.9

0.0

0.0

30.8

0.0

인도네시아

3.4

4.7

47.3

0.7

19.6

6.1

1.3

16.2

0.7

라오스

0.0

26.1

17.4

0.0

34.8

8.7

0.0

13.0

0.0

말레이시아

6.8

3.1

38.1

1.2

19.0

11.0

0.6

18.4

1.8

미얀마

4.9

8.6

17.6

3.7

33.2

4.5

0.8

19.3

7.4

필리핀

11.0

0.7

31.4

0.7

15.3

2.9

0.7

35.1

2.2

싱가포르

6.3

6.3

36.5

0.4

14.0

10.4

0.4

25.7

0.0

태국

4.2

6.3

51.0

0.0

16.7

3.1

3.1

14.6

1.0

베트남

2.6

4.6

27.0

2.6

10.5

4.0

0.0

45.4

3.3

자료: Tang et al.(2020), p. 20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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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3. 전략적 파트너이자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국별 신뢰도
(단위: %)

국가
연도

확신 없음

확신이
별로 없음

노코멘트

어느 정도
확신 있음

매우 확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아세안

9.4

13.8

25.2

33.2

33.5

18.1

26.9

30.3

5.0

4.6

브루나이

13.6

12.4

31.8

41.2

29.6

16.5

20.4

24.7

4.6

5.2
3.9

캄보디아

0.0

11.5

16.7

46.2

37.5

23.0

45.8

15.4

0.0

인도네시아

11.3

17.6

24.3

41.9

42.6

14.8

20.9

25.0

0.9

0.7

라오스

13.8

17.4

20.7

21.7

41.4

47.8

20.7

8.7

3.4

4.4

말레이시아

9.0

16.6

38.9

36.2

25.7

16.5

20.8

27.0

5.6

3.7

미얀마

8.2

23.8

21.2

21.3

41.2

28.3

25.3

23.3

4.1

3.3

필리핀

8.1

5.1

22.6

24.1

32.4

9.5

32.4

49.6

4.5

11.7

싱가포르

7.9

10.8

30.2

41.9

26.2

11.7

29.4

31.1

6.3

4.5

태국

16.5

13.5

27.0

43.8

35.6

18.7

14.8

21.9

6.1

2.1

베트남

4.9

4.0

11.5

24.3

28.7

19.1

45.9

46.0

9.0

6.6

자료: Tang et al.(2020), p. 40을 토대로 재구성.

부록 표 3-4. 중국의 강대국 재부상에 대한 견해
(단위: %)

중국은 현상변경
국가

아세안

중국은 역내

세력으로 동남아를 리더로서의 미국

중국의 전략적 중국은 현상유지

중국은

의도를

국가로서, 현

온화하고

자국 영향권에

역할을 점차

판단하기에는

국제질서를

자애로운

두려 함

대체할 것임

아직 이름

지지할 것임

국가임

38.2

34.7

18.5

7.1

1.5

브루나이

30.9

33.0

23.7

12.4

0.0

캄보디아

23.0

57.7

11.5

3.9

3.9
0.7

인도네시아

27.0

38.5

24.3

9.5

라오스

17.4

39.1

39.1

4.4

0.0

말레이시아

41.1

36.2

14.7

8.0

0.0

미얀마

25.8

38.5

23.4

8.6

3.7

필리핀

54.0

29.2

13.1

3.7

0.0

싱가포르

40.6

35.1

16.2

8.1

0.0

태국

33.3

45.8

14.6

5.2

1.1

베트남

61.2

17.1

14.5

2.0

5.2

자료: Tang et al.(2020),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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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프로그램

부문

파트너

주요 프로젝트 내용
라오스 에너지광산부의 댐 안전심사지침 개발

라오스

댐 퇴적물 세척(Flushing) 기술협력(“River Sedimentation
Assessments”)

에너지 개발

베트남

메콩

법ㆍ제도

캄보디아
베트남

메콩 스마트 인프라

수력발전의 영향에 대한 연구(“Mekong Delta Study”)
수행
메콩 유역국의 지속가능한 수력발전을 위한 기술평가,
교류, 정책 워크숍 개최
환경법ㆍ제도 개혁 지원을 위한 환경법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 파견(“Cambodia Environmental Cod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과 저수지 관리제도 개선
수문학(Hydrology)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Smart Infrastructure

라오스

for the Mekong)

어류 생물학 인턴십(Laotian Fish Biology Internship)
실시
캄보디아 분수계에 대한 사적, 상업적, 산업 영향력 증
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

수자원 관리

캄보디아 선박운항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메콩강둑 침식조사 수행(“River Sedimentation
Assessments”)
베트남

메콩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개발 워크숍 개최
(“Vietnam Sustainable Fisheries”)
어류 이동경로 복원, 수산자원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14~19년 시장수요와 기술에 기반한 STEM 교육

메콩
USAID-LMI
COMET

1,150건을 메콩 지역 청년 6만 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력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MekongSkills2Work Network”)

STEM 교육

미얀마 내 메콩교육센터(“Mekong Learning Center”) 설
미얀마

립(2018. 11)
미얀마 기술대학들을 통해 미얀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MekongSkills2Work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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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부문

파트너

주요 프로젝트 내용
구글어스 엔진(Google Earth Engine), 에스리(Esri),
디지털글로브(DigitalGlobe) 등 미국 민간기업과 협력
하에 메콩 유역 국가들의 지형정보 활용을 위한 커리
큘럼 개발 및 전반적인 역량 강화 지원(“Private

기후변화

Sector Partnerships in Technology”)

우주와 하류메콩지역 대응을 위한
마을 연결

인공위성

(SERVIR-Mekong)

지형정보

프로그램

제공 및

메콩

메콩 유역 국가들이 인공위성 지형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시 요청 시스템 구비
(“Technical Assistance Request Mechanism”)

활용

메콩 지역의 지형정보 연구자들과 미 항공우주국
(NASA)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 공동연구, 커리큘
럼 공동 개발 등을 통해 SERVIR-Mekong 프로그램
의 지속가능성 확보(“University Partner Network”)
라오스,

초국경 수자원 관리를 위한 메콩강위원회(MRC)-미시

캄보디아, 시피강위원회(Mississippi River Commission) 간 베
농업,
LMI-메콩강위원회

에너지,

(MRC) 협력

수자원,
환경

베트남,
태국

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공유 파트너십(“Sister
Rivers Partnership”) 체결(2019. 8)
초국경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 및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전략적 메콩 하류 수력발전 및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

메콩

(“Strategic Lower Mekong Hydropower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출범 및 기술지원 워크숍
개최(2019. 5)

자료: 김태윤 외(2019), pp. 104~110;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USAID-Lower Mekong Initiative
Connecting the Mekong through Education and Tranining(USAID-LMI COM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Lower Mekong Initiative, “Mekong River Commission-Mississippi River Commission Sister River
Ex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Mekong River Commission, “MRC, Lower Mekong Initiative
discuss collabo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7); SERVIR Global, “SERVIR Mekong: “Connecting
space to village” in Lower Mekong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USAID, “USAID, Connecting
the Mekong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USAID – LMI COM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USAID, “Smart Infrastructure for the
Meko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USAID, “NASA, and adpc, About SERVIR-Meko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USAID and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Smart Infrastructure for the
Mekong(SI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U.S. Department of State, “Lower Mekong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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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국가

훈련명

내용
∙ 2015년 시작되어 인도-호주 양국이 2년마다 실시하는 해상합동

AUSINDEX
호주ㆍ인도

훈련이다.
∙ 2019년 3차 해상훈련은 대잠수함 전투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
하였으며, 뉴질랜드ㆍ미국이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AUSTRA HIND

∙ 2016년과 2017년에 인도와 호주 육군 특수부대가 실시한 훈련
이다.
∙ 호주 공군이 2년마다 실시하는 다자 공군훈련으로 1980년대
중반 호주-미국 양자간 공중전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 여러 국가로부터 약 3,500여 명의 군인과 120여 대의 군용기가

Pitch Black

참가한다.
∙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 인도 등이다.

호주 주도 다자

∙ 인도는 2018년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 호주 해군이 1993년에 시작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다자 해상
Kakadu

훈련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효과적 안보와 인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2018년 인도 해군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가하였다.
∙ 호주와 미국 양국 해군, 공군, 해병, 해안경비대 등이 2년마다
실시하는 훈련으로 동맹국 간 전투 준비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

호주ㆍ미국

Talisman Sabre

하기 위한 훈련이다.
∙ 2019년 실시한 훈련에는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각국 군인을 파견하였다.
∙ 인도와 한국 측에서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 인도가 주도하는 다자 합동해상훈련으로 1995년 아다만과 니코바

인도 주도 다자

Milan

제도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 이 훈련은 인도에 우호적 국가들에 한정하여 참가 초청을 한다.
∙ 인도 해군은 중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 인도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간 실시되는 합동군사훈련으로 양

Shinyuu Maitri

국 군간 전술적 상호운용성과 연합기동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 이 훈련은 2019년 처음 실시되었다.

인도ㆍ일본
Dharma
Guardian

∙ 인도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간 실시되는 연합 대테러 훈련이며
양국 군간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 이 훈련은 2018년 처음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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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훈련명

내용
∙ 인도ㆍ미국 양자 해상훈련으로 1992년부터 실시되었다가 2015년

인도ㆍ미국ㆍ
일본

이래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함으로써 미ㆍ인ㆍ일 3자 합동해군
Malabar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
∙ 3국간 협력과 함께 항공모함 운용, 대잠수함전, 항공방어, 선상 압수
수색 등 다양한 연합해상작전을 위한 훈련을 포함한다.

Yudh Abhyas
Vajra Prahar

∙ 인도와 미국 육군이 실시하는 합동군사훈련과 국방협력이다.
∙ 인도-미국 특수부대 합동훈련으로, 양국 군 상호운용성 향상과
반사막 및 시골 지형에서의 연합작전훈련을 수행한다.
∙ 인도와 미국 공군이 실시하는 공군연합훈련으로 작전상 조율

인도ㆍ미국

향상과 작전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Cope India

∙ 2010년 양국 공군연합훈련을 실시한 이래 8년 만인 2018년
재개하였다.
∙ 일본 공중자위대에서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자료: Madan(2020)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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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약어(Acronym)
주요 약어
AADMER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B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ACDM

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

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

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HA Centr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AIFFP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AMF

ASEAN Maritime Forum

AMMDM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AMME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

AMUX

ASEAN-US Maritime Exercise

AMWF

Australia-Mekong Water Facility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HDA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APMS

ASEAN Peatland Management Strategy

APSMPE

ASEAN Programme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Peatland Ecosystems

ARF

ASEAN Regional Forum

ARIA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SCN

ASEAN Smart City Network

ASMC

ASEAN Specialised Meteorological Centre

AOIP

ASEANOutlook on the Indo-Pacific

Asia EDGE

Asia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AWGNCB

ASEAN Working Group on Nature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BCM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

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Cooperation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 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CARAT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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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어
CFE-DM

Center for Excellence in Disaster Manage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CoC

Code of Conduct

COMCASA

Communication Comparability and Security Agreement

CoP to AATHP

Conference of the Parties for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RI

Climate Risk Index

CSIS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DCCP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 security Partnership

DFC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RL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EAS

East Asia Summit

ECRL

East Coast Rail Line

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NDOPACOM

Indo-Pacific Command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IPTI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ITAN

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JMPP

Japan･Mekong Partnership Progra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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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어
JUMPP

Japan-U.S. Mekong Power Partnership

JUSEP

Japan-U.S. Strategic Energy Partnership

LEMOA

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LMI

Lower Mekong Initiative

MBI

Mekong Business Initiative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MDeC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GC

Mekong-Ganga Cooperation

MI

Mekong Institute

MLSA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11MP

Mid-term Review(MTR) of the Eleventh Malaysia Plan(11MP)

MRC

Mekong River Commission

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I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NBP

National Broadband Plan

NEP

National Electrification Project

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OF

Other Official Flow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PACOM

Pacific Command

PCA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P

Power Development Plan

PDPⅦ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VII

PSISP

Public Sector ICT Strategic Plan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HQ

Regional Headquarter

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SAR

Search and Rescue

SEACAT

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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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어
SEAMLEI

Southeast Asia Maritime Law Enforcement Initiative

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

STA-1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1

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F

Indo-Pacific Transaction Advisory Fund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UDG

Union Development Group

USAHA

USA Healthcare Alliance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SCP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WiSE

Water Smart Engagement

WB

World Bank

WEF

World Economic Forum

YSEALI

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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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ploring Convergence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Korea’s Perspective
Ina Choi, Sungil Kwak, Jaewan Cheong, Jung-Mi Lee, Nayoun Park, Mi Lim Kim,
Jaehyon Lee, and Won Deuk Cho

Given its geostrategic position and growing importance in the
world economy, the Indo-Pacific region has attracted many major
powers to actively engage with the region. With the unveiling of
the New Southern Policy (NSP) in 2017, Korea has also sought to
upgrade its relations with ASEAN and India by boosting economic
ties, socio-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area of
peace and security. While an earlier version of the NSP focused on
bilateral cooperation with targeted countries, it gradually began to
explore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other players in
addressing the needs of ASEAN and India. In particular, as the
United States seeks cooperation with its key allies in forging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search for convergence between the FOIP
and the NSP. Initially, the Korean government took an ambiguous
stance toward the U.S.’s new policy, but in 2019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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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agreed to work together by building synergies
between the NSP and the FOIP. Nevertheless, given the strategic
nature of the FOIP as a counterbalance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he attendant concerns in Southeast Asia about
being embroiled in U.S.-China rivalry,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FOIP poses some challenges for the NSP, whose primary objective
is to win the heart of targeted countries and steer toward stronger
cooperation with them.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presents
suggestions on how the NSP could cooperate with the FOIP in ways
that suit the interests of ASEAN and India. The policy
recommendation is based on analyzing how the FOIP is received by
NSP-targeted countries and the cooperation needs of this region.
Before exploring ASEAN/India’s stance on the FOIP, Chapter 2
reviews the details of the FOIP focusing on its three pillars:
security, economic and governance. By comparing the FOIP and
the NSP, we explore the chance of convergence between the two
policie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at while both policies
have different objectives and approaches, particularly in the
“security” pillar, there are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 the field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o clarify the position of targeted countries, Chapter 3 examines
how Southeast Asia and India have responded to the U.S.’s FOIP.
To counterbalance China’s growing regional power, most
Southeast Asian nations welcome the active presence of the U.S. in
the region, but ASEAN’s long-standing tradition to preserv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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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ity leads them to take a discreet approach to the FOIP.
While most ASEAN member states are reluctant to clarify their
position, they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FOIP-related initiatives
that suit their national interests. On the security side, maritime
states, particularly Vietnam, are eager to seek U.S. support for
enhancing their maritime capacity to better respond to Chinese
aggress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other maritime challenges.
However, although these countries will step up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where their interests lie, no Southeast
Asian nations ‒ including two treaty allies and a close security
partner, namely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 are
likely to align themselves with the FOIP that promotes anti-China
narratives. On the economic front, in general, most ASEAN
member states are expected to welcome economic initiatives
under the FOIP. Desiring to diversify their trade/investment
partners, even China-leaning countries such as Cambodia, Laos
and Myanmar are not in a position to say no to new sources of
finance and projects to develop their economies. One major
drawback, though, is that ASEAN is unsure about the U.S.’s
commitment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regional economy,
given the small scale of FOIP-related programs compared to those
associated with China’s BRI project. Good governance principles
advocated by the FOIP also create additional barriers for the
majority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unlikely to meet the
high standards required by the U.S. Meanwhile, based on shared
strategic interests to counter the rise of China, India has

Executive Summary • 385

accelerated defens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S.
although it is yet to fully commit itself to the U.S.’s FOIP. Like
ASEAN countries, India does not agree with the China containment
policy embedded in the FOIP, but given the escalated tension with
China after the border row in 2020, it appears to be working more
closely with the U.S. to counterbalance China. What is notable
is that both ASEAN and India promote an inclusive vision of
ndo-Pacific cooperation. By adopting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at the 34th ASEAN Summit in 2019, ASEAN
showed its determination to play a key role in making the
Indo-Pacific a region of cooperation and prosperity for all. India’s
vision of the Indo-Pacific also envisions a free, open and inclusive
region where all players enjoy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More
importantly, ASEAN attempts to alleviate tensions caused by great
power rivalry in the region by calling for development-driven
cooperation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conomic cooperation,
connectivity, SDGs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SEAN and
India’s stance at the evolving Indo-Pacific cooperation is closely in
line with the vision of Korea’s NSP, which envisages a
“people-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This
suggests that Korea’s collaboration with the U.S. in the region is
better to be focused upon inclu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eople-centered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Taking this into account, Chapter 4 analyzes the needs of
targeted countries in selected areas where synergy is expected in
promoting ROK-US cooperation: digital, energ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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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several sub-fields of non-traditional security. In
addition to policy reviews of major cooperation partners –
Indonesia,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and India – in each sector,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calculate the cooperation demand by sector in these countries, and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the U.S. in
supporting development in each sector of the countries. When it
comes to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SEAN’s needs are
explored focusing on the area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isaster relief, health and maritime cooperation.
Drawing upon the analysis addressed in the previous chapter,
Chapter 5 discusses possible directions in which ROK-US
cooperation can play out in the Indo-Pacific region. Most
importantly, to step up economic cooperation, a working-level
commission could be established wher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can discuss overlapping interests and identify
feasible joint projects where they see synergy. As for cooperation
by sector, one major high-profile area in the digital sector is I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articularly in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ia, where demand is high. In
addition, given the growing digital economy in the region, the two
countries should pursue collaboration to improve digital systems
and standards in ASEAN. They may regularly hold workshops for
knowledge exchange and provide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the digital and cybersecurity capacity of potential
partners in ASEAN. In the energy sector, one salient are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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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US partnership is the 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in the
region. Korea and the U.S. can launch a joint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and set up a working group to initiate programs for
reforming energy regulation and supporting the growth of
renewable energy industries in potential partners. Pertaining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oul and Washington have vast
opportunities of cooperation in road connectivity, water system
and electricity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y can work together
to enhance road connectivity in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nd upgrade water facilities in the lower
Mekong area. The two countries also need to pursue a joint
initiative for improving electricity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including institutional support to woo private investment. Given
the high demands for electricity facilities in Myanmar and India, a
bilateral working group can be formed to address the need of these
countries and provide consultation for their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As for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rea, it will be
better to start by exploring overlapping areas between existing
programs conducted by Korea and the U.S. in ASEAN. To this end,
Seoul and Washington need to create a regular dialogue channel
between working-level authorities of competent agencies on both
sides, for instanc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In the areas where their interests overlap, they can launch ROK-US
cooperation funds designed to support specific projects in need.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iority areas will be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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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daptation in ASEAN member state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he lower Mekong wetlands. Regarding disaster
prevention and relief, they should work together to improve flood
forecasting/warning systems in vulnerable countries by sharing
information gained by satellite observations as well as reinforcing
preventive facilities against floods and landslides. Korea and the
U.S. also need to jointly support capacity-building for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in ASEAN member states, including
support for emergency rescue operations. In the health sector, the
utmo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fight against covid-19 in ASEAN
member states, and in the long term the joint assistance should be
extend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ASEAN countries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new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Lastly, Korea and the U.S. should promote their partnership in
maritime capacity-building of ASEAN states. Maritime cooperation
not only meets the high demand of targeted countries, but also has
a great potential to further upgrade ASEAN-Korea peace
cooperation. In this sense, Korea needs to be more active in
collaborating with the U.S to strengthen ASEAN’s capability in
Search and Rescue (SA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sponse (HA/DR) and law enforcement against transnational
crimes at sea.
In conclusion, Chapter 6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Korea’s
NSP in collaborating with the FOIP. First, Korea should consider
targeted countries’ sensitivity to the FOIP and therefore promote
cooperation with the U.S. in areas where shared interests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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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aligning the NSP with the FOIP. More importantly, the
needs of targeted countries should be foregrounded when
exploring the convergence between the two policies. Second,
recognizing the criticism that the NSP prioritizes ASEAN over
India, Korea should bolster cooperation with India. Promoting
joint projects with the U.S.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upgrade Korea’s cooperation with India. Our recommendation is
to start from the areas where India’s demands are high such as
smart city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and connectivity
projects linking ASEAN and India. Last but not least, given the
limitation of resources allocated to the NSP, Korea needs to
narrow its focus and concentrate on where synergy is expected in
navigating the convergence with the FOIP. Considering the
strategic needs and competitiveness of both countries, our study
suggests that digital transformation, smart city development,
Mekong cooperation and non-traditional security should be
prioritized in promoting the ROK-U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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