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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세안 경제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아세안경제공동체가 2015년 말 출범하였다. 2003년 발리 협력선언
에서 합의된 아세안경제공동체는 그 동안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건설, 공정
한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 경제로의 통합 등 4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세인
하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진전의 가시적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세안경
제공동체 출범과 동시에 2025년까지의 통합 청사진을 제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선언은 경제협력의 완성이 아닌 보다 높은 통합을 위한 이행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통합
과정을 보면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통합의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장기
적 관점에서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역외 국가와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제2의 교역 대상지역이자 제3의 투자대상지역인 아세안과
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우선 아세안경제통합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아세안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제통합 조치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경제적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
다. 두 번째로 아세안 전체를 하나로 사고하는 협력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내 교역 및
투자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고려하는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통합과
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역활성화, 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시스템 등은 향후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분야로 이러한 부분을 적
극 활용하여 우리의 역내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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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

아세안에는 Post China로 언급되고 있는 주요

는 수출주도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나라 경제에 위

국가들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

기를 가져왔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내

으며 세계 주요국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

수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

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아세안 국가

직까지 뚜렷한 반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것으

로의 FDI 유입 규모는 2000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로 판단된다.

한 1,36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세계 FDI

그러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2014년 1조 5,000억 달러로 2000년 1조

구조하에서 위기 극복은 수출 및 무역의 확대를

3,0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

을 고려할 때 아세안이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관

근 ASEAN 경제 통합 강화 흐름은 활용 여하에 따

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라 우리가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

본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입각하여,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로 구성된 아세안1)은 인구 6억 3,000만명의 거대

(ASEAN Economic Community : AEC)의 진행 현

경제권으로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 중산층 확

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

대에 따른 소비증대,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

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AEC 출범이 우리나라

학적 장점 등은 시장 및 생산기반으로서의 잠재력

와의 투자, 무역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이

을 점증시키고 있다.

그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분석은 추후 연
구 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는 아세안 통합의 진

1)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캄
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지칭.

행경과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AEC 진행 경과
아세안의 공식적 경제협력의 역사는 인도네시

세안이 완성되었다. 이후 아세안은 회원국 간 정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치·사회·문화·경제적인 분야에서 “아세안 중심

이 아세안을 처음 창설한 1967년부터 시작되었

성(ASEAN Centrality)”을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

다고 할 수 있으며 1999년 캄보디아가 마지막으

적으로 강화해 왔다.

로 가입함으로써 10개국으로 구성된 오늘의 아

경제협력 진행 과정에서 1992년 공동유효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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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세안 경제협력의 발전과정
1967 ASEAN
출범

1977 ASEAN
무역국제협정

2008 ASEAN 헌장

1993 ASEAN
AFTA

2010 상품분야
무역협정

1995 ASEAN
서비스분야
기본 협약

2012 포괄적
투자협정

1997 ASEAN
출범

2003 발리협약Ⅱ 2007 ASEAN
ASEAN
community) 경제공동체청사진

2015 AEC 출범

2016~2025
AEC 청사진

자료 : ASEAN 사무국.

관세(CEPT)를 바탕으로 하는 아세안자유무역지

에서는 AEC 창설까지의 주요 일정과 4대 핵심

대(AFTA)가 발효되었으며, 1995년에는 아세안

통합 목표를 담은 청사진(AEC Blue Print)을 발

서비스분야의 기본협정(AFAS)이 체결되어 상품

표하였다.

및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

마침내,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었다. 1997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정

제2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2015년 콸라룸푸

상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통합 및 발전 비전을

르 선언 서명식”을 갖고 2015년 12월 31일 AEC

포함한 ASEAN Vision 2020을 제시함으로써 본

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AEC의 출범은 말레

격적인 경제 통합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

이시아 나작 총리의 발언과 같이 “ASEAN 국가들

으로 아세안 정상들은 2003년 발리 협력선언을

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며, 이는 역내 경제, 투자, 무역 구조의 변화를 수

2007년 세부선언에서는 AEC 출범 시기를 2020

반할 것이다.

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동 회의

청사진에서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의 4대

<표 1> AEC의 4대 목표
4대 축

주요내용

단일시장 & 생산기반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노동의 이동 ·우선적 통합 분야 설정(12개)
·식량, 농업, 산림분야 교역확대 및 경쟁력 강화

경쟁력 있는 경제 지역

·경쟁정책의 도입, 소비자 보호 확립, 지적재산권, 사회간접자본개발(교통, 정보, 에너
지, 광산,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금(이중과세 금지), E-commerce 강화

공정한 경제발전

·중소기업 발전,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인프라, 인적개발, ICT, 지역통합 역량, 에너
지, 투자환경, 관광, 빈곤 축소, 삶의 질 개선 등 분야에서 격차 축소 노력)

세계경제로의 통합

·대외 경제관계의 일관성 있는 접근(FTA 또는 CEPA 추진 시 아세안 중심성 유지),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강화

자료 :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 Prin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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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1)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2) 경쟁력 있는

은 사무국 내 아세안통합 모니터링 부처(AIMO :

경제 지역, 3) 공정한 경제발전, 4) 세계경제로의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Office)를 2008

통합을 제시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에서

년 설치하고 AEC의 이행을 모니터링한 점수표

취해야 할 이행 항목을 선정 발표하였다. 아세안

(Scorecard)를 발표하고 있다.

3. AEC의 성과 및 한계점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의 성과는 아세안사무

서 많은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국에서 각국의 목표별 이행률을 모니터링하는

판단에는 오류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가장 큰

점수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공동체 추

문제점은 아세안사무국에서 발표하는 이행률이

진의 4대 핵심 목표 이행률을 보여주는 점수표

각국 정부에서 아세안사무국으로 보고하는 내용

는 2008년, 2012년, 그리고 2015년에 아세안사무

에 의존하여 작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아세안사

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2015년 10월 마지막으로

무국이 이행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위임된 권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이나 평가를 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이러

506개 이행 계획 가운데 469개가 이행되어 전체

한 오류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2) 그럼

적으로 92.7%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에도 불구하고 스코어카드는 현재 아세안 통합의

었다.

이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종합

다만, 점수표에 근거한 이행평가가 가지는 한
계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행 평가표와 같
이 외견상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전체 이행 계획에

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AEC 청사진에서 제시된 공동체의 내용을
근거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

<표 2> AEC 통합 이행률

점을 판단해보면 FTA보다는 협력의 내용과 외연
단위 : %

2013. 3

2015. 10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77.2

92.4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76.1

90.5

균형경제발전

77.8

100

세계경제로의 통합

70.0

100

총계

77.5

92.7

자료 : ASEAN 사무국, ADB.

적인 기재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통합의 진행경과

이 확장된 형태이며, 역외국에 공동 관세를 부과
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보다는 낮은 단계
로 판단할 수 있다.3)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세안경
2) Jorn Dosch (2015),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What stands
in the way?”, East-West Center
3) 이근화, 박지은 (2016),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과 시사점”, 국제무
역연구원, 박번순(2012),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에 대한 평가와 시사
점”, 삼성경제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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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통합 수준
통합수준

특혜협정의 유형

낮은 통합 수준

FTA

역내관세자유화, 독립적 대외관세

미국-이스라엘 FTA

FTA+

국경표준 이상의 법규들을 갖춘 FTA
(예 : 환경표준)

NAFTA

관세동맹

역내 무역자유화, 공동 대외관세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본과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EU

통화동맹

공동 통화의 창설, 통합된 금융과 환율정책 Euro Area

재정동맹

공동 재정정책

높은 통합 수준

특징

예

미국

자료 : World Trade Report (2011).

제공동체의 현황이 관세동맹보다 낮은 수준에 위

1) 성과

치한다고 해서 향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장기적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목

인 형태를 관세동맹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하는 것

표인 단일시장 건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며, 많

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

은 성과를 도출한 분야가 관세인하이다. 아세안자

가 내에서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

유무역협정(AFTA)과 상품·무역분야협정(ATIGA)

하고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에서 공동보조를 취

체결 이후 꾸준한 관세 감축 노력의 결과 2015년

하는 등 관세동맹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내용을 포

현재 메콩강 유역국가인 CLMV(캄보디아, 라오

함하고 있다는 점 등은 보다 강력한 경제통합체로

스, 미얀마, 베트남)를 제외한 아세안 6개국에서

서의 통합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의

는 전체 상품의 99.2%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

미한다. 여기서는 AEC 청사진에서 제시하고 있

으며, CLMV 국가의 무관세 상품 비중은 90.86%

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기술

에 이르고 있다. 아세안 전체로도 아세안국가 간

하고자 한다.

무관세 수입 비중은 96%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1)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아세안은 관세인하 이외에도 다양한 무역원
활화 조치의 도입을 통해 단일 시장 건설을 추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으로 기능을 수행하

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약, 화장품, 전기제

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와 투자 및 생산요소 이

품과 통신 분야에서 상대국의 인정기관에서 발

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 두 가

행하는 인증서를 자국의 인증서와 동일한 효력

지 측면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진행 현황을 살

을 갖는 것을 인정해 주는 상호인증협정(Mutual

펴보기로 한다.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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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관세 수입 상품비중

행 중에 있으며,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
창구를 통해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120

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제도를 아세

100

안 단일창구로 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

80

다. 이와 함께 최혜국관세, 특혜관세, 원산지규

60

정,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등 아세안 무역과 관련
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무역저장소(ASEAN

40
0

2011

2012
아세안 6

Trade Repository)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

2013

2014

CLMV

2015

아세안

다. 또한, 2014년 육로로 연결된 말레이시아, 싱

자료 : 아세안 사무국 (http://aseanstats.asean.org/).

가포르, 태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세안 통관시스

목적으로 아세안은 8개 전문직4) 관련 상호인증

템(ASEAN Customs Transit System)을 시범적으

협약은 노동 이동 자유화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원활화 조치의 성

2014년 아세안 경제장관 및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공적인 도입과 실행은 아세안 국가 간 무역확대

아세안자격인증협약(ASEAN Qualification Refer-

를 촉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단일시장으로 접근

ence Framework)에 서명함으로써 각국의 자발적

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으로 상호인증 협약 준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

아세안은 상품분야와 함께 교역의 양대축을 형

라 2016년 또는 2018년까지 자격 인증과정을 도

성하는 서비스 분야의 역내무역 자유화를 위해

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노

1995년 아세안 서비스기본협정(AFAS)을 체결하

동력의 국별 자격 비교와 회원국 간 각기 다른 자

였으며, 서비스기본협정을 기반으로 마련된 아

격을 상호 인증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세안경제통합 청사진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

로 예상된다.

하여 2010년까지 4개 우선분야인 항공, eASEAN,

아세안 내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아세안 회원

헬스케어와 관광분야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국은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2008, ASEAN Com-

2013년까지 물류분야 그리고 2015년까지 모든 서

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의 토대위

비스 분야 규제 철폐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에서 아세안 투자보장협정(ASEAN Investment

같이 아세안은 상품 분야와 서비스 분야 교역확

Guarantee Agreement)과 아세안 투자협정(ASE-

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거나 실

AN 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하여 아세안

행 준비 중에 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투명한 아세안 회

한편, 단일 생산기반 달성을 위해 아세안 회원

원국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내 투자확

국들은 생산 요소의 이동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
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직의 이동, 정보와 전문가
의 교류, 능력배양과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4) 건축, 회계, 토지측량, 엔지니어, 개업의, 치과의사, 관광, 간호사 등 8개
분야를 의미하고, 2015년까지 아세안 공인 전문 엔지니어협회에 1,252
명이 등록되었으며, 건축가협회에 284명이 등록하였다.

2 0 1 6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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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통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투자협정에서는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하는 사실은 관세인하를 비관세 장벽(Non Tariff

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자유화를 점진적으로

Barrier)이 대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특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히,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투자협정 장관회의에서 각국은 개정된 투

비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역내무

5)

자유보 리스트 를 제출하였다.

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한계

또한, 서비스의 교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아세

단일시장 및 단일 생산기반을 목표로 추진되고

안에서는 각국의 준비 정도에 따라 은행 및 금융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관세인하를 제외하면 뚜렷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는 아세안-X 방식은 회

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국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신속한 서비스 분야

많은 이행 조치들은 개별 회원국별로 실시 예정

통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혹은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더딘 진행
6)

주요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역시 개별국가

은 아세안의 구조적 문제 와 더불어 아세안 통합

의 법적·제도적 제약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것이

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현실이다. 실제 전문직종의 역내 국가 간 이동이

면적으로 나타난 관세인하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철강, 그리고 자동차 분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숙련노동의 이동

는 여전히 관세 인하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다는 비숙련 노동의 회원국 간 이동이 주를 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혜관세의 활용률도 전체 교

루고 있다. 더구나, 숙련노동의 경우 아세안국가

역 품목의 20%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간의 임금차이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숙련노동이

있다. 이는 특혜관세와 최혜국 대우의 관세차이

고임금 국가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저개발

가 작아 원산지 기준 증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

국가의 인력 유출이 우려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려할 때 최혜국 대우 관세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아세안 투자 자유화는 현재까지 매우 미약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투자 자유화

5)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는 투자제한 분야를 축소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의 경우 광업분야에서 투자제한 분야를 보다 강화하였다.
6) Eric D. Ramstetter and Archanun Kophaiboon (2015), “The effects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on Industries in Kitakyushu
and Shimonoseki”, Asian Growth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아세
안 역내교역 및 투자증가가 더딘 이유로 첫째, 아세안과의 주요 교역 파
트너 간 보완적 경제관계는 아세안 역내교역 및 투자증가를 제한한다는
점, 둘째, 중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셋째,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내교역 비용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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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회원국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창출이 필요하다. 더불어 투자
자유화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연
동되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분
야의 자유화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국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전제될 때 역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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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투자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의에서 제안된 싱가포르~쿤밍 철도 계획은 태국,

한다.

캄보디아, 베트남을 연결하는 동쪽 라인과 라오
스, 베트남, 태국, 미얀마를 연결하는 서쪽라인 두

(2) 경쟁력 있는 경제 지역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안하이웨이와 마찬
가지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아세안 회원국은 경쟁력 있는 경제 지역 달성

회원국 다수가 도서국가로 이루어진 아세안의

을 위해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경쟁정책, 소비자

지정학적 특징은 육상교통 수단과 함께 해양교

보호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 도입과

통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해양교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내

통 인프라 발전을 위해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

국가 간 협력방향과 방식을 담은 다양한 합의와

의 통합적이고 경쟁력 있는 해양운송 로드맵을 채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택하였으며, 2014년 아세안 단일 해운 시장으로
이행 기본틀과 Dumai~Malacca, Belawan~Penag-

1) 성과

phuket, 그리고 Davao/General Santos~Bitung 간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세안 건설을

화물 트럭의 직접 선내 진입을 허용하는 Roll-on/

위해 교통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oll-off 네트워크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9년 고

2010년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물리적 연결성,

위급 교통관료 회의에서 아세안 교통망을 위한 우

제도적 연결성, 그리고 인적 연결성 강화를 핵심

선순위의 항구로 47개 항구를 지정하였다. 현재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연결성 강화 마스터플랜

16개 항구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이고, 24개 항

2010~2015”가 제안되었으며, 이의 재정적 뒷받침

구는 계획하에 있으나, 나머지 7개 항구는 개별국

을 위해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가의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인프라 펀드(ASEAN Infra Fund)를 설립하였다.
아세안이 제안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상교통 관
7)

한편, 회원국 간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04년 항공분야 통합 로드맵이 아세안 교통장관

련 인프라 확충계획은 아세안하이웨이 (ASEAN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통합로드

Highway Network)와 싱가포르~쿤밍 철도(Sin-

맵 달성을 위해 아세안 단일 항공시장의 일환으

gapore-Kunming Rail Link)를 포함하고 있다. 아

로 아세안 국가들의 수도 간 무제한 운항을 허용

세안 국가 내 3만 8,400km를 연결하는 아세안하

하는 아세안 Open Skies 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

이웨이는 1999년 장관급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역내 항공 이용객 수의 증대는(2010년 4,680만명

이의 추진을 공식화하였으며, 2020년까지 완료를

에서 2014년 6,960만명으로 증가) 이러한 정책들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1995년 아세안 정상회

의 도입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리적인 교통 인프라의 발전과 함께 국경 간

7) 32개국을 통과하는 총연장 14만 1,000km

상품수송의 신속성 촉진과 수송절차의 효율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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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 아세안 통관시스템이 시험 운영 중에

M&A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캄보

있다. 1단계 시범 사업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디아와 라오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포괄

그리고 태국에서 시범 운영이 2016년에 진행되고

적인 경쟁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있으며, 이는 상품수송 원활화에 관한 아세안 기

아세안은 지적재산권 협력에 관한 아세안 워

초협약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킹그룹(ASEAN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회원국 간 무역

Property Cooperation)의 운영을 통해 역내 지적

확대와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이

요인이 될 수 있다.

추진 중인 지적재산권 시스템은 균형 잡힌 지적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수요의 빠

재산권 시스템의 개발, 법률적·정책적 지적재산

른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

권 관련 인프라 개발, 혁신과 발전의 도구로서 지

에 따르면 아세안지역 에너지 수요는 1990년 이

적재산권 활용, 아세안의 국제 지적재산권 공동

후 20여년간 2.5배 증가하였으며, 2035년까지

체 참여, 아세안 국가 내 지적재산권 관련 사무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

변화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

계화한 아세안 지적재산권 행동계획 2011~2015

을 증가시키고 있다. 아세안은 에너지 안보와 에

를 채택하였다.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ASEAN

너지 사용의 접근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상표권의 실

협력 아세안 행동계획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있

질 심사를 위한 일반지침(Common Guideline for

다. 특히,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아세안 행동

Substantive Examination of Trademarks), 상표권

계획의 핵심 테마로 에너지 연결성과 시장통합 강

이나 산업 디자인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화를 선정하였다. 에너지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아세안 회원국의 노

2015년 현재 16개의 국가 간 전력송배전망 연결

력의 결과이다.

프로젝트가 이행되었으며, 동 프로젝트는 싱가포

이와 함께 아세안 지역의 중산층 확대는 소비

르와 말레이반도, 태국과 말레이반도, 그리고 태

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발생시켰으며,

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연결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세안 위원회가 2008년 설

인프라 이외에도 아세안은 경쟁촉진 정책, 소

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9개 국가에서 소

비자보호,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법률 도

비자보호법이 운용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역시

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으로 발전을

2016년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도모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
진전은 아세안 국가 내 경쟁법 필요성을 증대시키

2) 한계

고 있다.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촉진 법률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추진은 많은 계획의 수

은 반경쟁규약,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반경쟁

립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괴리가 가장 큰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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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될 수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그 필요

세안 회원국 간 소득불균형은 훨씬 심하게 나타나

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개별

고 있다. 2010년 EU 최부국과 최빈국의 소득격차

국가들이 갖는 열악한 재정상황이 그 한계점으로

는 3.4배인데 비해 아세안 최부국과 최빈국의 차

언급될 수 있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절실하게 요

이는 29.7배에 달한다.8) 아세안 회원국 역시 지역

구되는 저개발국가는 자체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

내 개발격차의 해소 없이는 완전한 통합이 어렵

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

다는 점을 인식하고 CLMV 등의 저개발국가에 통

세안 회원국에는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게 영국,

합과정 이행에서 시간적 유연성과 상대적으로 약

프랑스, 독일과 같이 상대적인 저개발국을 지원

한 수준의 통합이행 규정 부여 등의 유연성을 부

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지닌 회원국이 존재하지

여하고 있다. 더불어 역내 국가 간의 실질적인 소

않는다. 이는 결국 역외 투자자들의 투자 여부에

득격차의 축소를 위해 메콩강 유역 저개발국가를

인프라 개발의 성패를 맡겨야 하는 한계를 지닐

지원하는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 등을 제시하고

수밖에 없다.

있으며, 개별 국가 내에 소득격차의 축소를 위해

또한,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그리고 지적재산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권의 보호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소

아세안 회원국은 역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

비자들의 안정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아세안의

해 아세안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부분이나, 개별 국가에

(Strategic Action Plan for ASEAN SMEs Develop-

서 이루어지는 이행 실태는 매우 열악함을 쉽게

ment 2010~2015)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계획의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

일환으로 아세안 전역에 30개의 비즈니스 인큐베

가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제 CD나

이터 및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아세안 비즈니스 인

DVD는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큐베이터 네트워크 구축과 아세안 온라인 중소기

준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관계 형성 발전

업 아카데미(ASEAN Online SMEs Academy) 설

과 이를 통한 개별 기업에 부여하는 특혜들은 아

립 계획을 통해 역내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

직까지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

하였다.

되었다고 보고되는 많은 법률들이 실제적으로는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아세
안 기본 틀(ASEAN Framework for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과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

(3) 균형 경제 발전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등 개발격차 축소
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아세안 통합이

많은 아세안통합 관련 보고서에서 아세안경제

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Great

공동체의 추진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
분이 회원국 간 개발격차이다. EU에 비해 현재 아

8) 박번순(2012),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삼성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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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ong Subregion) 등 역내 저개발 국가를 포함하

본, 인도, 뉴질랜드 및 호주와 아세안+1 FTA, 50개

는 지역별 협력 이니셔티브도 제출되고 있다.

의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 역외국가 간 FTA, 11개

그러나 이러한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은

복수의 아세안 국가와 역외국가 간 FTA, 및 23개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실질적

복수의 아세안 회원국과 복수의 역외국가 간 FTA

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하며 실질

를 체결하였다. 또한, RCEP 등의 메가 FTA의 추

적 재원의 확보가 수반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진에서도 아세안이 주도권을 형성하고 논의를 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발전정책은 아직까지 뚜렷

끌어가기 위해 하나의 아세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

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TPP에 아세안의 일부

아세안 국가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

국가9)가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아

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의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세안 중심성 전략에 일정정도 균열이 발생한 모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저개발 국가로 분류되는

습도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대외

CLMV 국가들의 경제개혁과 이를 통한 외국인투

전략에서의 핵심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전망도

자 유치 활동의 산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4) 세계경제로의 통합

을 AEC 청사진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
며, 그 필요성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

아세안경제통합의 마지막 목표로 제시되고 있

만,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여타 목표 달

는 부분이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다. 80년대와 90

성을 위해 제시된 표준의 개발, 무역투자 원활화

년대를 거치면서 아세안은 역내 무역장벽 제거를

조치, 인프라 발전을 통한 연결성 강화 등의 전략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가장 통합된 지역으로

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참여 확대를 촉진할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세안경

수 있는 정책들로 해석된다.

제공동체의 달성이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되어 독
자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

(5) 소결

서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그 과정에서 아세안경제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이 추진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완성된 형태가

하고 있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역외 국가 또는

아니며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동시에

지역과의 협력에서 동남아시아 경제블록으로서

2025년까지의 통합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아세안

의 일관성 있는 전략 추진과 글로벌 생산네트워

경제공동체가 보다 높은 통합을 위한 과정에 있

크 참여라는 두 가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음을 의미한다. 향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진행은

이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FTAs나 CEPAs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중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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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의 청사진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보다

내 인프라 건설이나 회원국 간 개발 격차의 해소

확고하게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질

는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그러나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셋째,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의 과정에서 역외

수준의 통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국가와의 협력 및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

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하에 아세안

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추진

경제공동체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되고 있는 TPP, RCEP, FTAAP 등을 포함하는 메가

예상이 가능하다.

FTA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효율적인 대응 여부

첫째, 단기적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가시적

는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그동안 추진되

진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하를

어 온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

제외하고는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조치들이 도

을 수행할 것이다.

입단계에 있으며, 실제 실행과정에서 회원국 간

또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입장 차이로 인하여 조치들의 신속한 이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생산

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비용 상승과 맞물려 아세안에 보다 많은 기회를

둘째, 장기적으로 아세안의 역사성과 아세안경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별 회원국으로

제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의 공통 인식은

서보다는 아세안 전체로서 소비 및 생산 기지 형

AEC 청사진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공동체 달성을

성 여부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

세안의 역할이 결정될 것이다.

4.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우리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성과 및 한계를 살

파악해야 한다.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

펴보았다. 최근 수출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동체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위한 과정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제2의 교역 상대지역이

이므로, 향후에 진전될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교

자 제3의 투자 대상지역인 아세안의 변화 흐름은

역·투자 흐름을 포함한 전반적인 변화를 상시적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

출범 이후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

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세안경제통합 조치들

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경제적 변화를 신속

첫째, 아세안경제통합의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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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아세안과의 협력에

시스템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

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세안

둘째, 아세안 전체를 하나로 사고하는 협력강

역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세안 개별

마지막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추구하는 “아세안

회원국가와의 협력은 결코 무시될 수 있는 부분

중심성”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에 비해

은 아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아세안과의 협

아세안과 협력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

력이 주로 개별 회원국가와의 협력을 어떻게 강

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하고자 한다. 아세안 중

화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

심성은 협력 대상국에 대한 경계를 내포하고 있으

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

며, 이러한 사실은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아

져오게 될 역내교역 및 투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

세안에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

망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아세안 전체와의 협력

공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세안 시장은 일

을 강화해야 한다. 즉, 아세안 경제구조 전체의

본이 선점하였고 중국은 압도적인 자본을 내세워

조망하에 우리나라의 투자와 교역전략을 마련해

지분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야 한다.

협소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6억명 이상의

덧붙여 아세안 통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요

인구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세

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전략의 마련이 중요시된

안 시장의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많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내 연결성 강화를

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의 향후 성과는 그

위한 인프라, 무역활성화, 통합을 위한 제도구축

기회의 활용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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