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표지

모시는 글

한국동남아학회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과 이를 기념하여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
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이하여 2019년 11월 22일(금) 부산의 아세안문화원에서 특별학술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아세안 관계는 30년 전 첫 발을 내디딘 후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긴밀한 상호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야말로 먼 나라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되었
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최대 교역 파트너의 하나로 부상했으며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다
른 지역을 압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비약적 발전의 바탕에는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대한 각
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동남아시아를 연구하고 알려온 한국동남아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축적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아세안 관계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
의 지혜를 모아 그 도약을 실현하는 데 다시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 도약에 필요한 요소를 가려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관계
의 저변을 형성하는 기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흥미롭고도 유익한 연구 성과도 공유하고자 합
니다.

깊어가는 가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로 오셔서 함께 한-아세안 관계 30주
년을 기념하며 풍성한 동남아시아 학술의 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정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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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사람공동체 비전을 위한
사람중심 전략과 과제

한-아세안 사람공동체를 위한 고등교육❙

한-아세안 사람공동체를 위한 고등교육:
‘새로운’ 전략과 ‘오래된’ 과제

홍문숙 Ph.D.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동남아전공) 및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 강사
moonshiely@gmail.com, moonshiely@snu.ac.kr

들어가며

9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국동남아학회 특별학술대회

10 _ 세션 1: 한-아세안 사람공동체 비전을 위한 사람중심 전략과 과제

한-아세안 사람공동체를 위한 고등교육❙

고등교육협력의
맥락-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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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이민협력❙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이민협력:
한-아세안 이주 현황과 이민협력의 의미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백용훈(서강대 동아연구소)

Ⅰ. 서론
한국정부가 이민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온 지난 10년 간 아세안 국가 출신 이민자는 정부 관
련 정책의 형성, 변화, 발전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컸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출신 결
혼이민자 수가 급증했고, 국내 체류 비숙련노동 외국인력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세
안 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유입, 체류, 귀환, 그리고 불법체류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 이슈
가 아세안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최근 대학의 글로벌화 과정 혹은 학생 유치 목적으로
유학생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급 대학에서 아세안 각국 출신 유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
우 높다.
한국에서는 중국국적재외동포를 재외하면 아세안 국가 출신 국민의 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세안 대상 이민협력이 뚜렷이 마련된 바가 없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1997년 동아
시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협력 파트너로서의 상호 위상을 강화해 오면서 2019년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 및 한-메콩(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아세안을 잇는 사람들의 쌍방향적 국제적 이동과 그에 관한 이민정책과 국제적 협력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편이다.
이민정책은 국내 정책적 관점을 넘어 송출국 사회경제적 변화를 면밀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왜냐하면, 유입국인 한국의 흡인요인(제도, 사회적 환경 등)도 중요하지만 출신국가의 거시적인
경제상황과 이주당사자가 처한 개인적 가족적 환경과 같은 배출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이민협력 방향, 전략,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배경으로서 쌍방
향 이주 현황, 즉 아세안 출신자의 국내 체류 현황 그리고 한국인의 아세안 체류 현황을 파악해본다.
그리고나서 신남방정책 시기 한-아세안 이민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국내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지
역협력의 차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에서 표방하는 ‘사람중심(people-centered)’의 한-아세안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총
체적 관점에서 질적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한국 이민정책에서 아세
안 대상 이민협력과제가 보다 심화될 수 있는 적기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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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아세안 쌍방향 이주 현황
1. 아세안 출신자의 국내 체류 현황
<표 1> 단기 체류 및 장기 체류 현황
단기 체류
자격별

장기 체류

전체 체류자수

707,501명

아세안 출신
(2019.6 기준)

234,757명

국가별
특징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태국(23.8%,168,541명)
>
베트남(6.1%,43,163명)
태국의 경우
사증면제(B-1),
베트남의 경우
단기방문(C-3)

노동이주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199,219명

6,229명

192,990명

전문인력: 필리핀(40.6%,
2,529명) > 베트남 (35.7%,
2,223명)
단순기능인력:
베트남(23.2%, 44,804명) >
캄보디아(19.6%, 37,880명) >
인도네시아(17.4%, 33,566명)

결혼이주

유학이주

162,582명

110,696명

61,924명

19,416명

국민의배우자(F-6)
기준으로,
베트남(66.0%,
40,882명) >
필리핀(18.0%,
11,121명) >
캄보디아(6.9%,
4,291명)

유학(D-2 기준)으로,
베트남(76.7%,
14,886명) >
인도네시아(7.3%,
1,412명) > 말레이시아
(4.3%, 843명)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2018.11.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4 ~ 201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
계월보(2019.6) 등 참조 및 계산.

2. 한국인의 아세안 체류 현황
<표 2> 쌍방향 이동 규모 비교
아세안 → 한국

구분

입국자 수 (2018)
2,462,080
4,876
33,395
249,067
11,924
382,929
71,094
460,168
231,897
558,912
457,818

아세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 아세안
출국자 수 (2018년 10월 말 기준)
6,821,128
6,048
157,263
215,292
195,892
534,669
37,629
1,360,363
366,718
1,298,755
2,648,499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2019.9.10. 검색). 출국자 수의 경우 태국은 2018년 11월까지 자료, 캄보디아는 2017년 자료,
라오스는 2016년 자료, 브루나이는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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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인의 아세안 장기 체류 유형과 원인
유형

투자

유학

은퇴
(장기체류 및
영주권자 포함)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원인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FDI 유치,
한국의 해외시장
다변화 모색,
낮은 인건비 등

지리적 접근성 및
언어의 용이성,
낮은 물가 등

물가, 의료시스템,
치안 등

이혼, 사별 등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의 본국귀환

출처: 재외동포현황 남아시아태평양 국가별 자료(Pp.75-122) 및 이주 관련 다수 연구논문(채수홍, 2005; 장준오 외
2011; 김지훈, 2014; 김홍구, 2014; 이승은, 2014; 장지혜, 2015; 육주원, 2018) 참고.

Ⅲ. 신남방정책 시기 한-아세안 이민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본 절에서는 아세안 차원에서 전개된 ‘이민이주’에 관한 담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정
리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30년 관계 및 신남방정책에서 이주이민정책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아세안 2025 공동체 건설 비전과 과정에서 이주이민정책
가. 아세안공동체에서의 이주이민관련 원리와 정책
<표 4> 각 공동체별 이주이민관련 원리와 정책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 규칙형성-준수의 원리, 사람지향적/사람중심적 원리
-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 국경관리협력
- 서비스 그리고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 전지구적 가치체계(GVC)와 이주이민
- 인적연계성 증진
- 사람중심성과 포괄성: 역량강화와 차별반대 및 인권증진
- 지속가능성과 복원성

나. 이주노동에 관한 비엔티엔 선언
2018년 라오스 비엔티엔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 Consensu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이하 비엔티엔 선언)”라는 아세안합의문이 제출되었다.
2007년 필리핀 세부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ASEA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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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이하 세부 선언)”로부터 약 10년만의 진전된 내용이다. 이
러한 합의문과 집행은 1975년부터 시작된 아세안노동장관회의(ASEAN Labour Minister’s Meeting,
이하 ALMM)와 ALMM의 하위구조인 고위급 노동관료회의(Senior Labour Officials Meeting, 이하
SLOM)의 기반에서 진행되었다. 2007년에 발표된 세부선언과 2018년에 발표된 비엔티언 선언의 비
교를 통해 역내 이주노동에 관한 담론 및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AC 출범 이후 아세안 이주노동에 관한 좀 더 정교한 원리와 원칙 그리고 관련 정책들이 구체화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아세안헌장과 2012년 아세안인권선언이 기본원리와 원칙을 제
공하고 있다면, AC의 세 축의 2025 청사진과 2018년 비엔티엔 선언은 한 단계 구체화된 원칙과 정책
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엔티엔 선언에서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정교하게 발전
되었다. 비엔티엔 선언에는 세부선언에는 없었던 개념정의,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기본권리,
이주노동자의 구체적인 권리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출국과 수용국의 역할과 기능이
정교해 진 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AC 회원국 모두 이주노동자에 관한 공동의 책임이 있
다는 인식하에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다자적 노력을 정리했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2. 한국과 아세안 협력심화단계로서 신남방정책 시대
가. 4단계로 본 한-아세안 30년의 역사
올해 2019년까지 30년의 한-아세안 관계를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89년에서 1996년
까지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형성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997년에서 2008
년까지 경제적 협력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셋째, 2009년에서 2016년까지 한-아세안 사이의 제도
적 발전시기를 거쳤다. 넷째, 바로 현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의 한-아세안 관계이다. 이 시기의 성격
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
전’ 선포이다. 물론 이때 신남방정책도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공동체
적 수준’으로 협력을 격상시키겠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표, 공동의 비전으로 함께 ‘공동체’를 ‘미래’를
향하여 만들어가자고 하는 비전 선포는 이전의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1)

나. 신남방정책 시대 이주이민정책의 방향
현재의 3P 분야별 신남방정책에 한-아세안 사이의 이주이민정책이 일관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그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사람공동체’ 영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데 그 구체적인 예로, 비자제도 개선, 인적자원역량강화, 상호체류 국민의 권익보호증진 등이다. 특히
한국이 중점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야가 인적자원개발이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은 아세안
회원국에 특화되어 있지 않지만, 2018년 기준 국내체류 체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32%가 아세
안 회원국 유학생이다(조영희 2019).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우위를
1) 출처: 한아세안센터정보자료부, 2017,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p.76-77. @ DIVERSE+ASIA
(http://diverseasia.snu.ac.kr/?p=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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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유학생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더 많은 역
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반대로 아세안은 아세안헌장과 각 AC 청사진, 연계성전략 그리고 2018년 비엔티엔 선언까지 역내
이주노동정책에 관한 내용을 매우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신남방정책 시대 한-아세안 관계는 4번째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향후 신남방정책 시대의 성공적인 한-아세안 관계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한-아세안 이주이민협력 방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람중심적 관점이다. 지금까지 이주와 이민현상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이주·이민에 관한 사
람중심적 관점’이다. 둘째, 쌍방향적 관점이다. 그 동안 한국의 이민정책은 일방적 관점이었다. 한국
내부의 관점으로만 이민정책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민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쌍
방향적인 교류를 위한 이해증진과 교류정책을 필요로 한다. 셋째, 포용적 관점이다. 포용적 관점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이주자 범주에 관한 포용적 관점은 비전문인력의 노동이주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노동이주 범주까지를 포괄하는 방향성이다. 단기이주, 중기이주 그리고 장기이주 체류 기
간적 관점, 노동이주․결혼이주․유학이주․은퇴이주 등 분야별 이주관점 등 이주유형 그리고 이주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한 포용적 관점도 또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 넷째, 통합적 관점이다. 아세안이
이주문제를 다루는 세 측면인 노동이주, 국경관리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통합적 관점, 한국과
아세안 양자의 공간에 대한 통합적 관점, 한국 내의 이민정책의 다측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모두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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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on ASEAN-Korea relationship has indicated that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wo
regions have lagged considerably behind compared to ASEAN with Japan or ASEAN with China (Ho et
al. 2007, Koh 2010). The ASEAN which was established in August 8, 1967 started to expand its regional
cooperation with Plus Three partner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South Korea expressed their interest
to deepen their cooperation in 1982 (Thuzar 2017). Despite that South Korea’s engagement to ASEAN’s
multilateral institutions have undergone up and down, the country has been consistently looked up to
Southeast Asia countries to fill the labour market demands for manual jobs at a cheaper wage. This paper
discusses the Southeast Asia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nd argues that such mobility has not been
fully incorporated within the ASEAN-Korea cooperation. It will be divided into two sections which the
first will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nd the second section
will review the ASEAN’s approach on unskilled migrants and its implication to ASEAN-Korea
cooperation.
Researches on Southeast Asian migrant workers have demonstrated their presence in South Korea has
been significant to boost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Thuzar 2017, Kim 2017, Kim 2010, Gray 2007,
Lim 2002, Park 2002). As of December 2018, there were 1.48 million of international immigrants (more
than 91 days of stay, entries + departures) which scored the highest figure since 2000 (Statistics Korea:
2018). Out of that, Southeast Asian immigrants made up forty per cent in which their visa type ranges
from students, marriage migrants and workers.1) The labour migrant tops the list as South Korea suffered
an acute labour shortage which enforced the country to liberalize its labour market (Park 2014). ASEAN
countries has been the key source of provid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Characteristics of ASEAN Migrants in South Korea
In August 2004,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was launched which replaced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TS) to recruit migrant workers from Asian developing countries (Park 2014). Under the ITS
program migrant workers were entitled as ‘trainees’ despite they were essentially working in the
manufacture sector. With the status as ‘trainees’, migrants were paid lower than the minimum wage and
their labour rights’ were stripped off such as the right to unionize and working’s compensation (Kim
1) https://www.aseankorea.org/eng/Resources/figures.asp, accessed 24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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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im 2012). The launching of EPS however, is an improvement from the ITS not only in terms of
recognising the workers’ rights but also addressing the corruption that moves along with the process of
sending and receiving workers.2) The migrant workers are equally treated with the Korean workers such
as standard working hours, minimum wages, overtime payment, social insurance and accidental
compensation. Therefore, the EPS system marked South Korea as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legally
granted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3) Compared to other receiving foreign labours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Hongkong,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manage formal recruitments without
using the involvement of private ag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such policy has been
significantly helpful to reduce the cost of mobility in which migrants are often duped by fake recruitment
agencies. As Lindquist (2010) reports that the recruitment agencies in Indonesia have made female
domestic workers trapped in the brokerage system that lead to a debt relationship.
In South Korea,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recruitment of migrant workers is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MOU with the sending country. A type of E-9 visa will be granted to the
selected migrant workers and they are only eligble to work for maximum of four years and ten months.4)
Based on the 2018 statistics, amongst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Vietnam ranked the highest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nd followed by Cambodia, Indone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Myanmar. These five countries have occupied 11 per cent (172,955 people) of the total international
migrants in South Korea. Interestingly, Thailand where its country has been quite developed and becomes
heavily dependent on the foreign labours, its volume of migration to South Korea is quite significant, up
to 25,827 people. As of December 2018, Thailand was the third largest of migrant-receiving country
within ASEAN which hosted three million labours from Laos, Burma and Cambodia.5)

No of ASEAN Migrants in Korea, 2018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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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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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EAN-Korea Center
2) http://www.hrdkorea.or.kr/ENG/4/1, accessed 25 October 2019
3)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44000/asa250012009en.pdf, accessed 25 October 2019
4) https://www.asianmigrantcentre.org/korea, accessed 26 October 2019
5)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
bangkok/documents/genericdocument/wcms_614383.pdf,
accessed 27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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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EPS has been trying to improve the migrant workers’ rights, the system has also put up the
workers in vulnerable situation. For example, the EPS has stipulated that migrant workers have the rights
to change his or her workplace however the requirement of having a release form from the employer has
made the migrants’ mobility is restricted.6) Based on the Amnesty International 2017/2018 migrant
workers often have to stick with their employer eventhough they are being abused and exploited in order
to obtain a release form. Unfair treatment from being paid under minimum standard wage, irregular
overtime pay to no compensation were repeatedly faced by the migrant workers.

ASEAN-Korea cooperation and Migrant Workers
The presence of Southeast Asian migrants in South Korea is not a result of regional agreement but
rather as each individual member state of ASEAN has agreements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several members of ASEAN formally regulate the
temporary labour migration. Such practice of governing the labour migration is not exclusive to South
Korea as within the intra-regional migration of ASEAN, bilateral agreements have been the main platform
(Kaur 2010). This paper, however does not assume that bilateral agreement is inferior to the regional one.
Rather, bilateral agreement is as important as regional cooperation in which ASEAN is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creation of ‘fluid’ borders. This also implies that there are still
gaps in the regional governance mechanism over labour mobility.
ASEAN ha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cross-border mobility in moving toward becoming a
people-based community. Labour market integration has been one of the visions of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where the entity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a region with fre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investment, skilled labour and freer flow of capital”. However, mobility of
labour is still limited to the highly skilled migrants which only covers eight professsions: surveyors,
doctors, dentists, nurses, accountants, architects, engineers and tourism professionals. At the same time,
migration flows and patterns within ASEAN region as well as ASEAN to South Korea have been
noticeable by its low-skilled cross border movement both documented and undocumented.
A body of work on ASEAN regional integration have indicated that this supranational organization’s
approach on labour-regulation has discouraged the mobililty of unskilled workers (Yue et al. 2019,
Severino 2008). In general, labour mobility for ASEAN is the least concern compares to other movements
such as investment, goods, capital and services (Severino 2008). Iskandar and Piper (2016) argue that the
pure elitism as the ASEAN’s style of governance has impeded the making of ASEAN as a people oriented
project. Moreover, the people of Southeast Asia has not developed their sense of belonging as one people
6)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44000/asa250012009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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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e community. A survey among three university students in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I (University of Indonesia) and Chulalongkorn University by Thompson, Thianthai, and
Hidayana (2007) demonstrates that regional identification as ASEAN or Southeast Asia or Asia cannot be
equated as having a strong awareness of common identity. For example, they found that Singaporean
students feel the least attachment to their neigbouring countries while Indonesian and Thai students
perceive themselves sharing commonality with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notion as one people
and one community is what Acharya (2000) has observed that the development of ASEAN regional
integration is ‘a quest of identity’.
Despite the challenges, ASEAN has advanced in addressing the labour migration by improving the
instruments and policies (Cheah 2009). In 2004, ASEAN issued Declara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Three years later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was issued which stipulates, “Both the receiving and sending states shall strengthe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illars of the ASEAN community by promoting the full potential and
dignity of migrant workers in a climate of freedom, equity and s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of respective ASEAN Member Countries”. Commitment to safeguard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was advanced by the establishment of ASEAN Forum on Migrant Labour (AFML) in
2008.
Whil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country has been the backbone of South 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issue of migration in ASEAN-Korea relationship has not yet been the key
element of cooperation. A common understanding over the intraregional migration governance should be
done and institutionalis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should be the focus as the status as migrant workers made
them vulnerabl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also encompass the undocumented migrants who
often being abused during the crackdown. South Korea government has a greater role in making this into
reality given the fact that Korea first initiated amongst the Plus Three Partners to bring the issue of labour
migration in the inauguration of the ASEAN-Korea Migration Network in 2016 (Thuzar 2017).
Meanwhile, the sending countries should be more proactive to nurture public awareness against informal
channels that could lead to human trafficking. Besides that, given the fact that Southeast Asia migrant
workers are refrained from being permanent, opportunities to utilize their skills after going home could
help them productive.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programs that empower migrant workers from
remittance management, entrepreneurship, capital investment or cultural adjustment. Migrant
entrepreneurship has the potential to channel goods or services from South Korea to the sending countries.
Furthermore, ASEAN-Korea center has been active in building up people-to-people exchange and it
would be better to include the migrant workers since they are one of the outcomes of ASEAN-Kore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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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지식 기반 구축*
1)

정정훈(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7년부터 추진된 ‘신남방정책’은 사람, 상생ㆍ번영, 평화, 즉 3P(People, Prosperity, Peace)로 대변
되는 새로운 남방전략이다. 본 연구소는 ‘한-아세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지식 기반 구축’이
라는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대한민국의 남방진출이 상호이해의 기반 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한-아세안 교류 증가와 상호이해의 필요성
한국과 동남아 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가에도 현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는 여전
히 부족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는 빈곤, 개발도
상국,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로 편중되어 있다. 지역 간 교류 확대에도 상호이해의 불균형이
라는 모순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에 대한 정밀한 연구, 맥락적
이해, 대중적 확산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사회문화적 이해를 통한 긴급 현안 대응의 시급성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는 차별적인 대동남아 지역전략으로 자리매김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지밀착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동남아 사회문화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여 긴급한 현안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회문화적 이
해는 패권을 다투는 중국․일본과 달리 한국이 동남아와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
수조건이다. 긴밀한 동반자로서의 관계 설정을 통해 급박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
가 지속가능한 상생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3) 연구의 차별성: 주제의 창의성, 구체성, 독창성
동남아를 비롯한 제3세계 지역연구는 자본주의를 경험했던 서구 학자들의 사회발전 시각으로 주
도되었다(Fifield 1958; Jorgensen-Dahl 1982; Charrier 2001). 정치경제학자들은 과학적 분석. 국가권력
1) 본 글은 2019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전략적지역연구형 연구계획서를 한국동남아학회 특별학술대회 발
표를 위해 발췌 및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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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급 그리고 근대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획일적인 가치를 토대로 합리성을 강조한다
(Rueschemeyer and Evans 1985; Haggard 1986; Caporaso 1987).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거대담론 중심
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이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못
한다.
본 연구는 현상 이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준 동남아 문헌들에 대한 검토와 재해석
을 바탕으로 한국과 동남아 관계에 유용한 지식으로 환기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의 치밀한 현지조사
에 기초한 문화적 특수성(Eggan 1941, 1967; Geertz 1960; Hickey 1964; Leach 1970), 해상 무역, 인구
이동, 웰빙, 물질 문화에 관한 기록(Reid 1988), 동남아의 독특한 정치체제인 만달라(Mandala, Wolters
1982), 다양성을 지닌 동남아의 역사 분석(Osborne 1979), 동남아 사회의 문화적 기제와 에토스(Scott
1976, 1985; Ileto 1979; Popkin 1979; Kahn 1993; Pemberton 1994), 상상의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본 민
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성찰(Anderson 1983, 1998) 등이 주요 참고문헌이다. 결국 본 연구는 기존연구
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성과 맥락성에 중점을 둔 사회문화적 지식 기반의 전략적 지역
연구를 실천한다.

4) 2S 전략적 지역연구를 통한 동남아 지식기반의 공유와 확산
본 과제에서 추진하는 동남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무형의 지식 구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 성과를 ‘전문화(Specialization)’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화(Softwarization)’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
회문화적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지식의 확산 및 공유 체제를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분야

관
점

사회적 지식 재생산
(이슈페이퍼, 정책보고서,
대중 강연, 언어 강좌 등)

학문 중심
(지역전문가 양성,
연구논문, 학술대회 등)

도구적

정책적 지역연구

학문적 지역연구

통찰적

공공재적 지역연구

비판적 지역연구

정책 제안, 정보 제공 등의
‘소프트웨어화(Softwarization))’1)

지식 축적의
‘전문화(Specialization)’

방법(2S)

자료: 신윤환(2015), Burawoy(2005), Manovich(200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 ‘소프트웨어화(Manovich, 2008)’는 모든 사회문화적 콘텐츠들이 다양한 형태의 웹기반 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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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단계별 연구목표
⚪1단계(2019~2022): 동남아시아 사회문화 지식 기반 구축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대동남아 관계 구현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재
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들, 즉 ①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특성, ②동남아 고유의 구조적 특징과 제도
를 탐색․분석하여 동남아 사회문화의 지식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 한-아세안 사회문화 이해의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를 위해 1단계에서 축적한 사회문화적 지식을 토대로 ①사람
(people: 이주, 관광, 삶의 질 개선 등), ②상생․번영(prosperity: 개발협력,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
델 등), ③평화(peace: 아세안의 대외관계 및 국가별 외교 관계 등) 분야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모
색한다.

2) 연구방법
⚪학제 간 연구: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과학적 문제의식
▪본 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가 섞여있는 공동연구진에 의해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과학
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지식을 생산한다.

⚪비판적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선행연구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료, 정책자료, 통계, 현지문헌과 미디어 등의 수집
과 분석은 이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공식 및 비공식적 심층 정보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
▪본 연구진은 공식 및 비공식적 심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연구진들의 풍
부한 현지 경험과 숙련된 현지어 구사로 동남아 각국 관료, 학계 전문가, 일반 대중과 인터뷰나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본 연구진의 주요 관심 국가 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캄보디아, 미
얀마, 필리핀의 경우는 본 연구소와 MOU를 맺은 현지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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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물
본 연구과제를 통해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전략적지역
연구형’이 제시한 의무사업과 자체 사업을 연구결과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동남아 사회ㆍ문화
지식의 네트워크 중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4가지 의무사업을 제시한다.
▪지역연구 관련 정보제공(연간 12회) : 기관, 기업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동남아 지역 사회․
문화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소 협력 기관이 가진 정보 역시 번역 등을 통
해 정보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 교수신문 연재 기획 중(동남아 지역의 사회문화에 관한 지식 제공 및 확산)
⇛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발행한 신문의 중요한 기사 등을 번역하여 제공
▪Issue Paper 발간(연간 4회) : 단편적인 정보를 포함한 이슈페이퍼가 아닌 이슈와 관련된 전문기관
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포함된 이슈페이퍼를 제공한다.
⇛ 2019년 12월, 2020년 1월 이슈페이퍼 발행 예정(한-아세안 특별정산 회의 관련)
▪정부․민간기업 대상 설명회(연간 1회) : 동남아 관련 사회․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등 사회․문화 현지
전문가의 강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현지컨설팅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와 민간기업 실무자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2020년 3월 “동남아시아지역동향설명회” 개최 예정
⇛ 2020년 5월 정부ㆍ민간 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 중
▪정책보고서 간행(연간 1회) : 특정주제에 대한 정책보고서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정책보고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것이며, 정책보고서 주제와 관련된 국
내․외 전문가를 정책추진 기관․기업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현재 주제 선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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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소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중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사업을 교육사업과 연구사
업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교육사업은 동남아언어강좌와 동남아 강의 개설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동남아언어강좌: 본 연구소는 2011년 1학기부터 매 학기(봄, 가을) 마다 <동남아시아 언어 강좌>를 진
행했으며, 본 강좌는 누적 수강생 총 1,251명에 이르는 가장 성공적인 동아연구소 대중화 사업으로 평
가된다. 약 4억 명이 사용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최근 한국인 투자가 급증하는 베트남어, 개혁·개방
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진출이 늘어나는 미얀마어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시민 대중에게 언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남아 언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 2020년 3월 학기부터 언어강좌 예정(2020년 1월~2월 수강 신청)
▪연구과제 관련 동남아 강의 개설: 본 연구소는 2013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을 개설하여 동남아시아 예비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었다. 학부에도 동남
아 관련 강좌를 확대 개설하여 본교의 특성화된 교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동남아 관련 강의의 학
부․대학원 연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역시 모색 중이다.
⇛ 동남아 관련 강의 개설하여 운영 중
연구사업은 학술대회와 동남아 초청강연 시리즈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 본 연구소는 국내외 연구자, 학술교류 체결 기관들과 협력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
술 정보를 나누는 학술회의, 포럼, 콜로키엄을 개최할 것이다.
⇛ 동남아연구소/동남아학회와 공동학술대회/포럼/콜로키엄 개최 중/예정
▪동남아 초청강연 시리즈: 다양한 연구자,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강
연회를 개최하여 현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
된 열린 강연 형식을 취할 것이다.
⇛ 외부 기관 섭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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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다.

1) 접근 가능한 지식 및 지역정보 플랫폼 제공
전문적 지식의 생산(Specialization)과 지식의 공공화를 위한 소프트웨어화(Softwarization)라고 하
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는 특히 생산된 지식과 지역정보를 민관을 막론하고 누구나 접
근가능 하도록 웹기반으로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계의 전문성이 쉽게 대
중들과 각 정부 부처의 필요에 연계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 사회문
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만남의 장(플랫폼)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2) 지역전문가 양성을 통한 상호 사회문화 이해의 증진
본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동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남아시아학 석박사 과정은 동남아
시아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소에서 배출된 다양한 주제의 지역전문가들이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쌓은 지식을 국내에
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곧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인적교류의 한 축으로서 양
지역간 지역전문가들 사이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3)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한-아세안 사회문화 이해의 증진
생산된 지식 및 확산의 플랫폼은 국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
는 단순한 지식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보고서뿐만 아니라 대중, 기업, 정부 부
처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펼침으로써 각 단위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파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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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동남아시아의 경계와 지리 그리고 경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나희량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 heeryang@pknu.ac.kr)

요약
본 논문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법의 지배가 주효한 역내 분쟁해결제
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규정인 DSM1996, EDSM2004,
DSM2010 등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EDSM2004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하였지만 분쟁판결의 최종권한을 소위 ‘ASEAN Way’가
작동하는 아세안정상회의에 부여하는 등 그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등으로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사
법적 구속력과 법의 지배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 분쟁의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결은 역내의 무역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심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서 법의 지배가 유효한 분쟁해결제도로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중재를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었고 또한 아세안중재센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Ⅰ. 서론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의 역내 분쟁
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1) 이
를 위해 1994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형성 이후 마련된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변화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역내 분쟁해결제도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2004년 아세안 개정 의정서(ASEAN
Protocol on Enhanc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2004, 이하 EDSM2004)’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2010년 아세안헌장 개정의정서(2010 Protocol to the ASEAN Charter on Dispute Settlement
1) 일반적으로 국가 간 분쟁은 무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무역분쟁만을 전담하는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되게 된다. 예를 들어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국가 간 무역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아세안의 분쟁
해결제도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산업 등 아세안 회원국 간 체결한 다양한 분야의 협정 대부분을 그 대상으
로 하고 있다(상세한 협정 목록은 2장 주석 9)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 원래 의도했던 아세안의 역내 무역분쟁해
결제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역내 분쟁해결제도인 EDSM2004를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또한 ‘무역분쟁해결제도’라는 표현 대신 ‘분쟁해결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아세안의 경우에도 무역이
가장 중요한 분쟁의 대상인 것만큼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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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이하 DSM2010)’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세안의 역내 경제통합은 이제는 아세안의 핵심적 목표이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의 출범2)은 아세안이 본격적으로 단일한 시장 및 생산기지를 공유
하는 지역단위의 경제통합체로 발전해 가려는 의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ASEANstats 2017a). 이
러한 의지가 실제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첫째, 실제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상품, 서비스, 노동, 기술 등의 경제적 자원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국가 간 경제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가운데 불
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내 국가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마
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사법적 구속력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조건이 성
숙한다 하더라도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분쟁해결제도를 구현하지 않으
면 AEC의 달성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Gonzalo & Lee 2015, Das et al. 2013: 382-410).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하게 되면 무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분쟁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그 내용 면에서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ASEANstats 2017b, Gonzalo & Lee 2015).3)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내 차원
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향후 상당 기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다자적 차원의 분쟁해결제도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4) 이렇게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해결제도는 더 이상 아
세안 역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금까지는 아세안 회원국 간에 발생한 WTO 차원의 무역분쟁은 총 세 건으로 소수에 불과하
다.5) 따라서 이미 존치하는 WTO 분쟁해결제도만으로도 아세안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충분
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들이 대부분인 아세안 회

2) 1990년대 초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의 유럽연합(Economic Union, EU)으로의 전환
및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형성 등은 아세안의 지역경제 협력과 통합을 더욱 진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제4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
역지대)의 창설을 합의하였다. AFTA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경제성장
및 역내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자원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을 통한 경제통합을 위한 AEC을 출범시키는 등 아세안은 단순한 지역차원의 자유무역지대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기술 등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통합체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의 기로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3) 1967~2017년의 50여 년의 기간 동안 아세안의 1인당 GDP는 122 USD에서 4,021 USD로 거의 33배 증가하였다.
2017년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은 6.2%로 1967년 3.2%에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무역규모도 97억 USD에
서 2.2조 USD달러로 무려 230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경제규모로는 2.1조 USD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공동체이다.
4)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기구는 총 9명의 상소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은 상소기구의 판결이 미국에 불리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이유 등으로 상소기구를 비롯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
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해왔으며, 이에 따라 상소기
구 위원은 정원 7명에서 현재는 1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의 임명을 거부해왔다. 합의(consensus)에 의해 상소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할
경우 상소위원의 선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명이 정원인 상소기구 위원은 계속 줄어
2020년 2월 현재 단 1명만이 남아있다. 상소심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
가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소기구의 작동은 사실상 정지되어, WTO 분쟁해결기구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5) 아래 주석 15) 참조.

78 _ 세션 4: 동남아시아의 경계와 지리 그리고 경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원국들이 WTO 차원의 분쟁해결절차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
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2~3년 이상의 기간(평균 2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온
전히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아세안 회원국 간 WTO 분쟁이 소수인 것은
분쟁발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분쟁해결이 신속
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AEC의 출범을 비롯한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될수록 (무역)분쟁 이슈도 개별국가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역내의 공통된 관심사항 내지는 중요한 이해관계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차원의 적절한 제도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선제적 대응을 토대로 아세안은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역
내 무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
과 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Gonzalo & Lee 2015, Kraichitti 2015). 따라서 향후 AEC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동 사안이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가운데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소개되거나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무역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WTO에서 아세안 개별국 또는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분쟁의
성격과 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된 주제였다(나희량 2019, 김윤화․나희량 2017, 나희량 2016). 이
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국내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학술적 탐
색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아세안 연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역내
차원의 분쟁해결제도를 EDSM2004를 중심으로 개괄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현 아세안 역내 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등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
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분쟁해결
을 위한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면서 역내 차원의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논의는 당위성을 갖는다. 4장에서는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내 중개
절차의 강화 및 중개기관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본 연구
의 의미와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국내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
고 아세안 지역연구 분야에서 충분한 분석이 미흡했던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Ⅱ.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개괄 및 쟁점
1.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원 및 개요
본 절에서는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그 연원 및 현재 적용되고 있는 EDSM2004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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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제도를 개괄하고 그것을 토대로 분쟁해결제
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EDSM2004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6) EDSM2004
는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1996년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1996년 의정서’(The 1996 Protocol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1996, 이하
DSM1996)7)의 내용을 제도적, 사법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완, 개정한 것이다.
EDSM2004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차원에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 간(inter-state) 사법적
제도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5년 12월 출범한 AEC의 실현을 위해서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은 아
세안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물론 역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역내 무역자유화가 이루어
지기 시작한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이 체결된 1992년 이전부터
이미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체결된 ‘아세안 경제협력 강화에 관한 기본협
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8)에 의해 무역을 포함한 경제
관련 분쟁에 관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규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동 협정 ‘제9조. 분쟁해결(Settlement of Disputes)’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국
간 분쟁은 상호 간 우호적으로(amicably) 해결되어야 하며 필요시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 이는 아세안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된 분쟁해결 관련 조항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
만 이는 분쟁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거나 구속력 있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경제협력 협정에 필요한 형식
적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관련 규정은 공식적으로 두 번 개정되었다. 1996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결된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1996년 의정서’(Dispute Settlement Mechanism 1996, 이하 DSM1996)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리고 DSM1996은 2004년 11월 체결된 EDSM2004로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ASEAN 2017c). 참고로
EDSM2004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2010년 중재(arbitration)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
로 하는 분쟁해결절차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2010년 4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외무장
관회의(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이하 AFMM)에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2010년 아세안헌
장 개정의정서(2010 Protocol to the ASEAN Charter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이하
DSM2010)’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기존 EDSM2004의 개정이 아니라 중재와 관련된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DSM1996, EDSM2004 등 기존 분쟁해결제도 관련 협정이 AEM 차원에서 체
결된 반면 DSM2010은 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서 체결되었다는데서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
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EDSM2004 이전의 DSM1996은 1986~1994년 진행된 GATT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협상
결과 1995년 출범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쟁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용이라는 측면보다는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6) http://asean.org/?static_post=asean-protocol-on-enhanced-dispute-settlement-mechanism 참조.
7) http://asean.org/?static_post=the-1996-protocol-on-dispute-settlement-mechanism 참조.
8) http://agreement.asean.org/media/download/20140119154919.pdf. 참조.
9)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fferences between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any arrangements arising therefrom shall,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Whenever necessary, an appropriate body shall be designated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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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지원하는 법제적 구성이라는 형식적인 목적이 더 컸다. 이에 비해 EDSM2004는 1999년 캄보
디아의 가입으로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확립되면서 역
내 무역분쟁 발생 시 이를 공식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와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
짐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EDSM2004는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DSM1996과 유사하지만 DSM1996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SM1996은 총 12개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비해
EDSM2004는 총 21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10) 또한 DSM1996에는 상소(appeal)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AEM의 기능 및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상소를 담당할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대한 명시
적 조항이 없는 대신 EDSM2004는 상소기구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상소 절차
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제12조). 또한 최근 AEC의 출범과 더불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필
수적인 무역분쟁의 효과적인 해결과 그 개선방안을 위해 EDSM2004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Limsiritong 2016a, 2016b, 2016c, Gonzalo & Lee 2015, Kraichitti 2015, Naldi 2014,
Phan 2013).
EDSM2004의 기본적인 구성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DSM2004은 총 21개의 조항과 2개
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제1조 범위 및 적용(Coverage and Application), 제2조 행정
(Administration), 제3조 협의(Consultations), 제4조 주선, 조정,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제5조 패널 설치(Establishment of Panels), 제6조 패널 관련 사항(Terms of Reference of
Panels), 제7조 패널의 기능(Function of Panel), 제8조 패널 절차, 심의 및 판결(Panel Procedures,
Deliberations and Findings), 제9조 패널보고서 처리(Treatement of Panel Report), 제10조 다수국 참여
시 분쟁절차(Procedures for Multiple Complainants), 제11조 제3자(Third Parties), 제12조 상소 절차
(Appellate Review), 제13조 패널 또는 상소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with the Panel or
Appellate Body), 제14조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Panel and Appellate Body Recommendations), 제15
조 권고 및 판결에 대한 이행 감독(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제16조 보상 및 양허 중단(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제17조 아세안 분쟁해결
제도 기금(ASEAN DSM Fund), 제18조 최대 분쟁기간(Maximum Time-Frame), 제19조 사무국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iat), 제20조 절차진행을 위한 장소(Venue for Proceedings), 제21조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그리고 부록 1(Appendix I) 대상 협정(Covered Agreements)11) 및 부록
2(Appendix II) 패널의 작업 절차(Working Procedures of the Pane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SEAN,
2017c).
위 EDSM2004의 조항 중 핵심은 무엇보다도 패널(Panel)과 상소기구(Appellate Body) 관련 조항이
다. 분쟁 제소국은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로 이루어진 고위경제관료회의(Senior Economic Officers
Meeting, 이하 SEOM)에 관련 분쟁을 처리할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5.1조). EDSM2004 하에
10) DSM1996의 조항은 대부분 EDSM2004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동 조
항은 http://asean.org/?static_post=the-1996-protocol-on-dispute-settlement-mechanism 참조할 것.
11) 대상 협정은 EDSM2004의 부록 1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또한 EDSM이 체결된 2004년 이후의
협정(예를 들어 2009년 체결된 ‘아세안 역내 포괄적 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2009)’)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EDSM 제1.1조에 의거 EDSM의 대상협정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Limsiritong 2016c: 140-142). 대상협정은 Agreement on 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1977,
Agreement on the ASEAN Food Security Reserve 1979, Basic Agreement on ASEAN Industrial Projects 1980 등 총
43개에 달한다. 자세한 협정목록은 EDSM2004의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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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널의 역할은 당사국 간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패널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 및 판결
(권고)을 SEOM에 제출하는 것이다(제6조, 제7조, 제8조). 만약 당사국들이 패널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국(들)은 아세안경제장관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이하 AEM) 산하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제12.4조). 패널 및 상소기구의 절차는 패널 및 상소기구 설치 후 60 일 이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제12.5조). 상소기구의 권고 및 판결 내용은 상소보고서로 SEOM에 제출되고
(제12.13조), 분쟁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상소보고서의 권고 및 판결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제14.1조).
하지만 이를 불복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중재(arbitration) 신청을 할 수 있고(제16.7조)
중재기관의 권고 및 판결에 대한 불복의 경우 제소국은 SEOM의 승인 하에 상대국에 대한 양허정지
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제16.8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EDSM2004의 규정에는 아세안정상회의(ASEAN Summit)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DSM2004 그 자체로만 보면 아세안정상회의가 분쟁해결절
차에 관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세안의 최고헌법인 아세안헌장(ASEAN
Charter) 제26조와 제27.2조는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아세안정상회의의 최종권한을 명시하고 있다.12)
동 조항에서 회원국은 미해결 분쟁(제26조) 및 미이행 분쟁(제27.2조)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의 최종판
결을 아세안정상회의에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해결의 최종 권한을 아세안정상회의에 부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아세안정상회의가 역내 분쟁해결의 최종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EDSM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분쟁해결절차는 원론적으로 SEOM의 통제 하에 관리되
고 이행된다. SEOM은 우선 역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 및 판결을 위한 패널 설치와 구성,
패널보고서 채택과 그 권고(recommendations) 및 판결(rulings)의 승인, 그리고 권고 및 판결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EDSM2004는 패널 절차뿐만 아니라 WTO의 분쟁해결제도와 유사하게
상소기구를 통한 상소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AEM에서 합의한 7인으로 구성된다. 상소기
구는 분쟁당사국이 패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패널 판결의 법리적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고 패널 판결
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의 법리적 문제의 해석에 관한 문제만 고려
할 수는 있고 분쟁관련 사실(fact)에 관한 문제는 고려할 수 없다.13)

2.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절차
다음으로 EDSM2004에 따른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쟁
은 분쟁당사국(제소국)의 상대국(피소국)에 대한 협의(consultation) 요청에 의해 시작된다(제3.1조).
협의는 당사국들이 패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분쟁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인정하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분쟁해결절차의 필수적 단계이다(제3.2조).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은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하지만 동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12) ARTICLE 26. UNRESOLVED DISPUTES: When a dispute remains unresolve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is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e ASEAN Summit, for its decision.
ARTICLE 27.2. COMPLIANCE: Any Member State affected by non-compliance with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resulting from an ASEA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ay refer the matter to the ASEAN Summit for a
decision. http://asean.org/asean/asean-charter/ 참조.
13) 이 또한 WTO의 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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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SEOM에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제5.1조).
SEOM은 아세안 회원국의 합의(consensus)를 통한 반대14)를 제외하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제5.1
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분쟁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주
선(good offices), 조정(reconciliation) 및 중개(mediation)와 같은 다른 비공식적이고 비사법적 방법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제4.2조).
패널은 분쟁당사국 국적자가 아닌 3명 또는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부록 2 제5항). 패널은 설
치 후 60일 이내에, 예외적인 경우 10일을 추가하여 패널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8.2조). SEOM에
제출된 패널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이 상소하지 않거나 SEOM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보고
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제출 후 30일 이내에 SEOM에 의해 채택된다(제9.1조). 만일
분쟁당사국이 패널 판결에 불복할 경우 SEOM은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보류해야 하고 당사국(들)은
AEM이 지정한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제9.1조, 제12.1조).
상소는 패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9.1조).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
룬 법리적 해석과 관련된 문제만을 심리한다(제9.6조). 상소기구는 상소제기 후 6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제9.5조). SEOM은 패널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역(逆)총의(모든 회원국들이
반대의사를 표시)를 제외하면 30일 이내에 상소보고서를 무조건(unconditionally) 채택하고 이를 당사
국들에게 회람함으로써 상소절차는 완료된다(제9.13조).
이와 같이 패널과 상소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일반적으로 패소국)은 패
널 및 상소보고서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60일 이내에 동 권고 및 판결을 준수, 이행하기 위
한 국내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제15.1조). 하지만 국내적 절차의 이행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당사국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연장은 허용된다(제
15.1조). 또한 SEOM은 분쟁당사국이 판결을 준수,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제15.6조). 분쟁당사
국이 동 판결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보상 또는 협정의무의 중단이라는 형태로 제재를 받게 된다(제16.1조). 이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위해 분쟁당사국들은 상호간 협상할 수 있다(제16.2조). 하지만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국(패소국)은 제재에 대해 불복하거나 SEOM의 판결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세안헌장 제26조 및 제27.2조에 의거, 아세안정상
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면, 아세안의 분쟁해결제도에 의거한 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 둘째 당사국의 SEOM으로의 분쟁 제소 및 패널 절차, 셋째 AEM에서 지
정한 상소기구에 상소, 넷째 패널 또는 상소기구 권고 및 판결의 준수 및 이행,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불복 및 분쟁의 미해결 시 아세안정상회의로의 회부 등이다. 이 절차 중 넷째 단계까지는 EDSM2004
에서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 아세안정상회의 회부는 아세안헌장에서 규정하는 등 분쟁절차에
대한 규정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세안의 EDSM2004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WTO 분쟁해결절
차의 과정과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절차의 결정적인 차이는 WTO의 경우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결이 최종적이고 사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반면 아세안의 경우에는 그 상위
14) 이를 보통 逆총의(reverse consensus)라고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안에 대해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한 동 사
안은 자동적 또는 무조건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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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아세안정상회의에 그 최종결정권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DSM2004가 피상적으로는 WTO가 추구하는 사법적 구속력이 강제되는 분쟁해결제도를 모
방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을 아세안정상회의에 위임함으로써 WTO와 달리 사법적 분쟁해결을 회피하
고 정치, 외교적인 또는 소위 아세안 방식(이하 ASEAN Way)15)에 따르는 정치적 타협 내지는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 다시 말해 판결의 이행 및 준수와 관련된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최종권한이 EDSM2004을 통해 부여되지 않고 아
세안정상회의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1>은 위에
서 설명한 아세안의 분쟁해결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1> 아세안 분쟁해결절차 흐름도
1
2
3

4
5
6

7
8
9
10

아세안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Consultation) 개시
아세안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 의무기간 경과(60일)
주선(Good Office), 조정(Reconciliation),
중개(Mediation) 등의 비사법적 방법을 통한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청
분쟁해결 개시,
패널 절차와 동시에 진행 가능
SEOM의 관리하에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설치를 위한 절차 진행
WTO 분쟁해결
패널 설치 및 심의 진행
SEOM에 패널보고서 제출(패널 설치 후
절차와 유사
60일 이내 예외적으로 10일 추가 가능)
SEOM의
분쟁당사국 상호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
패널보고서 채택 분쟁당사국 불복 및
상소
(패널보고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상소기구 설치
상소보고서 제출
(60~90일 이내)
아세안정상회의에
WTO 분쟁해결
준수 및 이행 불복
아세안정상회의가 최종결정
회부
절차와 상이

출처) WTO 분쟁해결에 대한 의정서와 EDSM2010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 아세안 방식(ASEAN Way)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회원국들
간의 협력과 행동에 관한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규범은 구체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동규범(behavioral norms)과 절차규범(procedural norms)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세안 방식의 행동규범은
1976년에 체결된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제2조 및
2007년에 체결된 아세안헌장 제2조(행동원칙)와 제22조(분쟁해결의 일반원칙)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핵심내용
은 첫째, 모든 국가의 독립․주권․평등․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둘째, 상호내정에 대한 불간섭
셋째,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넷째,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의 포기 등이다. 이러한 원칙 모두가 회
원국의 비대결적 행위(non-confrontational behavior)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서구 식민지배의 경험
으로 인한 강한 주권의식과 민족주의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과 분쟁요
인을 안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당연히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무력을 금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아세안 방식의 절차규범은 세 가지의 상호 관련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째, 비공식성․증가주의
(incrementalism)․지나친 제도화의 회피 둘째, 비대결과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 셋째, 협의(consultation)를
통한 합의제(consensus) 결정방법 등이다. 아세안은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 제도적 접근보다는 비공식적 접
근을 선호하며 신뢰구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며, 이러한 접근법에 활용되는 외교는
당연히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세안의 협상 스타일은 매우 점진적․단계적이며 증가적 과정(incremental
process)을 밟게 된다고 할 수 있다(변창구 2009: 165-171).
16) ASEAN Way에 대한 논의는 3장 2절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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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관련 쟁점17)
본 절에서는 현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활용 및 법적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
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아세안의 EDSM2004는 아세안
회원국이 분쟁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역외의 다른 분쟁해결절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이는 아세안 스스로 EDSM의 판결이 가지는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
으로 EDSM의 사법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분쟁당사국이 자국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찾아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것(소위 forum shopping)은 분쟁당사국에게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이외의 분쟁해결절차를 선택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당사국의 입장에서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EDSM2004의 판결에 대한 불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EDSM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사법
적 실효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EDSM2004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하지만
EDSM2004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인 아세안헌장에 분쟁해결에도 아세안의 관행적인 의사
결정방식인 ASEAN Way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세안헌장 제26조에 따라 EDSM2004
에 따른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아세안정상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18)
아세안정상회의는 연 2회 개최되는 아세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최종 결
정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세안정상회의에 회부된
분쟁은 EDSM2004의 판결 및 그 내용과 상관없이 회원국 간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결정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EDSM2004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한과 관련해서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분쟁해결의 기회가 주
어질 경우 EDSM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한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다. 1~2일의 단시간동안 진
행되는 아세안정상회의 동안 복잡하고 민감한 무역분쟁 등과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그 결정이 미루어지고 유예될 여지도 있게 된다. 이렇듯 아세안 분쟁해결제도는
EDSM2004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법적 판결 및 강제적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당사국은 EDSM2004을 통한 공식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보다는 분쟁당사국 간 비
공식적인 타협에 의존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아세안의 분쟁해결제도가 ASEAN Way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ASEAN Way는 규범 기반의 사법적 수단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관계 기반의 수단
을 사용하여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
해서는 불간섭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의 의사결정과정이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인 중
층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9)
17) 본 절의 내용은 아세안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한 두 개의 논문인 Gonzalo & Lee, 2015 및 Kraichitti, 2015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18) EDSM2004에는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세안헌장이 아세안의 최고 헌법이라는 측면에서
EDSM2004는 아세안헌장의 하위 법률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 이러한 특성은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원과 맥을 같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에 따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5개국을 회원국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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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세안 의사결정방식의 특성이 역내 분쟁해결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ASEAN Way의 적용과 영향은 향후 AEC의 진전 및 역내 경제통합의 심화와 더불어 역내
무역 등 경제주체 간 분쟁이 증가하고 다양해질수록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세안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기존의
ASEAN Way에 의존하는 방식은 사법적 절차의 적용과 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
는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극복,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세안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으로 EDSM2004의 비현실적 내용을 들 수 있다. 우선 의정
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설정된 시한(time table)이 현실적으로 너무
짧게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이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패널이 패널보고서
를 SEOM에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60일의 기간은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회의, 청문회, 보고서
작성 및 회람 및 수정 등의 사안들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널은 설치 이후 분쟁당사국들로부터의 서면보고서 제출 및 검토, 당사국들과의 청문
회, 판결문에 대한 패널심의, SEOM에 제출하기 전 보고서 초안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등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패널은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충분히 만족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WTO의 경우에도 패널 설치 이후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패널보고서 제출까지 최대 14개월
(WTO의 패널 절차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설정되어 있음)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과
도하게 짧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소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DSM2004는 패널,
상소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최대 445일(약 15개월)을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제18조), WTO의 경
우 평균 27개월(원칙적으로는 18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EDSM2004의 기한과 관련된 현 규정은 현
실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짧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쟁점들 외에 논의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단
한 번도 역내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내 분쟁해결
제도를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농업, 자동차, 석
유 화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 간 중대한 분쟁이 발생했지만20) 역내 분쟁해결제
여 년에 걸쳐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차례로 아세안 회원국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
세안의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였다. 2015년 12월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동안의 단순한 역내 국가 간 협력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지역공동체로서 한 단계 높은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아세안공동체는 정치·안보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의 세 가지 핵심영역(아세안공동체의 세 가
지 기둥)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통합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아세안이 개별국가의 주권을 넘어
서는 초국가적 기관 또는 권력의 지배를 받는 지역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모두 식민지 경험을 통해 민족국가로서의 주권에 대한 깊은 애착과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에
이르기까지 그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선행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과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세안의 역사적 특성이나 국가 간 격차는 아세안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은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유럽의 통합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통합이 아닌, 아세안 내부의 자체적인 ASEAN Way를 지역 연대 또는 통합의 주된 원칙으로 채
택하였다. ASEAN Way는 사법적 제도와 적용을 통한 통합의 반대 개념으로 불간섭, 비공식, 협의 및 합의를 토대
로 한 점진적이고 느슨한 협력과 통합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0) 예를 들어 아세안 회원국 간 발생한 대표적인 무역분쟁을 살펴보면, 우선 WTO 차원에서는 1995년 1월 말레이시
아 세관의 수입금지 수정안 제5호 명령에 따라 시행된 싱가포르産 폴리에틸렌 (polyethylene)및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의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제소한 분쟁(DS1), 2008년 2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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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도를 통해 분쟁을 제기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논의한 사안들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다
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아세안 회원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역내 분쟁
해결제도 외에 WTO 등 외부의 분쟁해결제도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DSM2004 제1.3
조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분쟁해결기구에 의존할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1) 다시 말해 분쟁당사국은 SEOM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 전 다
른 분쟁해결제도에도 관련 분쟁을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 제소 가능성은 아세안 회원국이 역내
분쟁해결제도만을 의지할 유인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현재 10개 아세안 회원국은 동시에 WTO 회원국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아세안 회원
국들은 역내에서 발생한 무역분쟁을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이하 아세안 EDSM)와 WTO 분쟁해
결제도(이하 WTO DSM)에 중복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분쟁해결제도가 갖고 있는 상이한 법리
해석과 판례 체계로 인해 서로 다른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아세안 EDSM와 WTO DSM이 동일한 분
쟁 사안과 조항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해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22) 또한 두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중복 제소는 판정 결과가 서로 상이할 경우 어떤 판결을 주장하거나 우선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분쟁사안에 대한 일관성 없는 법리적 해석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예측가능성은 투자자와 기업 등 실질적인 분쟁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쟁당
사자들이 분쟁의 승소와 패소 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커질수록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후의 무역
조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해결제도 간 판결의 불일치는 분쟁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
성이 가장 큰 분쟁해결제도를 찾아 중복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forum shopping)’으로 이어
질 여지를 크게 한다.
또한 아세안 EDSM의 중복제소 허용은 분쟁당사국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분쟁당사국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분쟁 자
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분쟁당사국의 분쟁해결을
지연시키고 기업, 개인 등 실질적인 분쟁당사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세

산 담배수입에 대한 태국의 관세평가 관행과 과세 및 수입담배 소매판매 관련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에 대해 필리
핀이 태국을 상대로 제소한 분쟁(DS371), 2015년 6월 베트남産 철강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제소한 분쟁(DS496) 등이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공식적으로 제기
된 분쟁은 아니지만 상대국의 비관세무역조치(Non-Tariff Measures)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 관련 분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5.11월 인도네시아産 담배의 포장에 대한 싱가포르의
담배규제조치 및 포장법 시행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STC 제기와 2016년 10월 필리핀의 ‘원
예 제품 및 동물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의 식품 안전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제기한 STC 제기 사건
등이 있다.
21) ARTICLE 1.3.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Member States to seek recourse to
other fora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other Member States. A Member State involved in a dispute can
resort to other fora at any stage before a party has made a request to the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SEOM) to
establish a panel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5 of this Protocol.
22) 원칙적으로 아세안 EDSM와 WTO DSM 모두 지난 판례 사례가 판결을 위한 선례로 사용되지는 않고 후속 사례를
구속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판결을 위한 설득력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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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DSM이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신뢰성과 사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쟁제소의 중복을 허용
하는 현재의 규정을 예외적인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아세안 EDSM와 WTO DSM의 유사점은 서로를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아세안 EDSM의 패널 및 상소절차, 그리고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은 WTO DSM에서 대부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으로 두 분쟁해결절차는 대부분 그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아세안 EDSM은
단지 WTO DSM을 차용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세안 EDSM은 WTO DSM의 아류 또는 열위에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분쟁발생 시 구속력이나 신뢰성이 의심받는 아
세안 EDSM에 의지하기보다 WTO DSM에 제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이유가 된다. WTO
DSM은 이미 많은 분쟁사례에 대한 법리적 논의와 관련 판례를 축적해 왔고 권고 및 판결의 이행 등
사법적 구속력에 있어 신뢰도가 높다. 반면 아세안 EDSM은 그 분쟁사례와 판례가 전무하다. 또한
WTO DSM에 비해 사법적 구속력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을 위
해 WTO DSM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2월 필리핀은 태국이 필리핀産 담배에 대해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다(DS371).23) 필리핀은 동 분쟁에 있어 아세안 EDSM 대신 WTO DSM을 선
택하였다. 동 분쟁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에 패널이 설치되었고 이후 2010년 11월 패널보고서가 제
출되기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태국의 상소로 상소보고서가 2011년 7월 채택되기까지 총 3년
이 넘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만약 아세안 EDSM가 충분한 사법적 구속력과 신뢰성을 확립
하고 있었다면 필리핀이 동 분쟁을 WTO가 아닌 아세안 EDSM에 제소하여 보다 빠른 기간 내에 분쟁
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이상 동안
필리핀은 태국의 조치로 인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WTO DSM과 달리 아세안 EDSM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을 위한 특별 규정이나 절차를 포함하
지 않는다. 이것은 WTO 차원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아세안 회원국들 중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개
도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또는 최빈개도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인정되어
WTO 차원의 의무이행의 예외 내지는 특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개도국 배려를 인
정하지 않는 아세안 EDSM을 WTO DSM에 비해 불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분쟁해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과 인적 자원
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WTO DSM은 개도국이 직면한 불리한 측면을 되도록 완화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WTO 협정문의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DSU) 제12.10조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양해’에서는 개도국들의 경우 패널 설치 전 협의를 위한 시간을 연
장할 수 있고 분쟁이 패널로 갈 경우에도 심의를 위해 개발도상국이 패널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마감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이에 비해 아세안
EDSM은 개도국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세안 EDSM 하
에서 선발 회원국은 경제력과 정치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후발 회원국과의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고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아세안 EDSM의 활용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아세안 내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분쟁
23)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71_e.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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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해결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아세안 EDSM의 활용은 제약
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아세안 EDSM은 우선 후발 회원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
적 조치 및 절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세안 EDSM에서 역내 경제통합에 걸림돌
로 작용하는 회원국 간 개발 및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는 아세안 모든
회원국이 아세안 EDSM을 공정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세안 EDSM은 WTO DSM과의 중
복 문제을 다루기 위한 조항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분쟁해결절차의 중복제소 허용
을 제한하고 아세안 EDSM에 독점적 관할 조항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세안 EDSM가
WTO DSM보다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EDSM에 대한 사법적 구속력과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재정과
관련된 아세안 EDSM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장에서 논의한다.

Ⅲ.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
1. 사적 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 참여
아세안 EDSM은 WTO DSM과 같이 정부 간 분쟁해결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분쟁을 포함
한 대부분의 경제 관련 분쟁은 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민간 차원의
경제주체들이 실질적인 분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EDSM의 활성화를 위해 사적(私
的)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아세안 EDSM 하에서는 상대국 조치로 인해 무역의 손실을 입은 사적 당사자들은 자국의 정부에게
이를 호소하고 정부가 이들의 대리자로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것만 인정된다. 결국 사적 당사
자들은 자국 정부에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논
란을 가져오게 된다.
첫째, 사적 당사자는 실제적인 분쟁당사자이지만 정부가 대리인으로서 이를 대신하기 때문에 분쟁
절차와 관련된 모든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 분쟁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대리인으로서 분쟁해결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
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사적 당사자가 분쟁절차에서 직접적인 분쟁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면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할 가
능성이 커질 것이다.
둘째, 사적 당사자가 분쟁절차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국가적 차원의 분쟁으로 격화되거나
과대 포장되지 않을 수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현재의 분쟁
해결절차는 정부 간 분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론의 이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쟁당사국 정부는 이
러한 여론의 관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담이 큰 사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
는 비공식적인 방식인 타협이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적
당사자가 참여한다면 비공식적인 방식이 지양될 수 있고 분쟁당사국은 WTO DSM보다는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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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M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셋째, 사적 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보안이 필요한 사안들을 당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거나 누설될 염려
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한 보안사항이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노출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적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절차에의 참여는 소위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
m)24)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분쟁해결 과정에서 정치적, 외교적 사안들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발생하는
판결의 왜곡과 불합리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영업비밀 등 민
감한 보안사항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및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ASEAN Way의 배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ASEAN Way는 아세안의 의사결정방식을 규정하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ASEAN Way는 내정 불간섭, 법․제도적 강제성의 최소화,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한 합의, 무력
사용의 지양 등 다양한 원칙을 포함한다. 이는 법적, 제도적 규범을 우선시하고 지역통합을 위해 일정
부분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고 초국가적 기구를 수용하고 있는 EU 등의 선진화된 의사결정방식과 상
이하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경제통합을 위한 접근법에서 상당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
지 ASEAN Way가 회원국 간 정치적, 경제적 격차가 큰 아세안 역내 안정과 연대를 효과적으로 유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ASEAN Way가 앞으로도 경제통합에
필수적인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을 위해 핵심적인 원칙으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DSM1996를 대체하기 위한 EDSM2004의 제정은 아세안이 보다 신뢰성이 있는 사법적, 제도적 분
쟁해결제도를 창출하기로 한 나름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EDSM2004는 여전
히 ASEAN Way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최종적 분쟁해결 판결의 아세안정상회의 회부는 분쟁을
사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세안
EDSM은 WTO DSM과 그 형식은 유사하나 분쟁해결의 최종 단계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방식인
ASEAN Way를 혼합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EDSM은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분쟁해결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아세안의 분쟁해결제도는 ASEAN
Way를 어떻게 통제하고 이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그 발전 여부가 달려있다.
우선 ASEAN Way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과 배치된다. 비공
식적 정치, 외교적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원칙과 공식적인 법과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원칙은 상호 배
24)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대리인 관계가 성립된
다. 대리인 관계에 있어 경제 행위를 위임하는 자를 주인이라 보고, 위임받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간주하여 주인-대
리인 관계라고 칭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주인은 대리인의 행위 일체를 관찰한다는 것도 현
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한 상황에
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대리인의 태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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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인 개념이다. 규범을 기반으로 한 분쟁해결제도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 분쟁과
관련된 국내 조치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ASEAN Way는 아세안 각 회
원국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주권의 제약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WTO DSM의 차
용과 동시에 전통적 ASEAN Way의 적용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절충은 결국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세
안 EDSM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헌장 제26조와 제27조에서 미해결(unresolved) 분쟁의 경우 동
분쟁의 아세안정상회의로의 회부는 강제조항(shall be referred)인 데 비해 이행(compliance) 관련 분쟁
의 경우는 아세안정상회의로의 회부를 선택사항(may refer)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미해결된 분쟁
의 경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최종판결을 내리도록 강제화함으로써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행 관련 분쟁의 경우 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구
속력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행 관련 분쟁의 경우도 미해결 분쟁과 같이 아세안정
상회의로의 회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헌장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아세안정상회의는 아세안 EDSM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
할을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결국 아세안 EDSM에 있어 법에 기초한 판결의 정당성과 최종성
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WTO의 분쟁해결제도와는 달리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판결 외에 추가적인 판결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고 아세안 EDSM의 사법적 판결
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결국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를 무
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아세안정상회의가 정치, 외교적 채널임을 감안할 때 분쟁에 대한 추가적 검토 및 결정은 아세
안 회원국 간 정략적 이해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EDSM을 외교적 차원의 갈등해소를 위한 시스템으로, 다시 말해 역내 분
쟁해결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ASEAN Way가 작동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아세안은 식민지 경험과 이에 따른 서구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전제로
회원국 간 차이를 최대한 수용하는 ASEAN Way를 의사결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방식은 규범에 기초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 진행되고 있는 법의 지배
를 근간으로 한 역내 경제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ASEAN Way는 정치적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역)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아세안은 AEC를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체
로 발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내 분쟁해결제도에서 ASEAN Way를 적
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ASEAN Way의 적용은 아세안 EDSM이 법의
지배(rule of law)보다는 정치의 지배(rule of politics) 또는 힘의 지배(rule of power) 하에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향후 법의 지배가 온전히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의 수립의 여부는 AEC의 실질적인 진
전과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SEOM의 역할 및 위상 제고
앞에서 보았듯이 EDSM2004에서 분쟁해결절차를 담당하는 주요 권한은 SEOM에 있다. SEO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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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각 회원국 경제 부처 고위관료회의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SEOM은 AEM
의 하위기관으로 AEM은 경제 분야 관련 실질적인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이다. 아세안헌장 제10.2조에
따르면 “각 아세안의 각 부문별 장관회의는 부속서 1에 포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위 조직으로
관련 고위 관료 및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SEOM은 그 상위기구인 AEM에 의해
구성되고 감독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25).

출처) 아세안헌장의 아세안의 구조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1> 아세안 조직도

아세안의 의사결정이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을 따르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
다면 아세안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따라서 AEM 및 그 산하 조직인 SEOM을
포함한 모든 기관은 아세안정상회의의 결정에 의해 통제받는 구조가 된다. 다시 말해 SEOM의 의사
결정 권한은 위(AEM 또는 아세안정상회의)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분쟁해결제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Limsiritong 2016b: 20-22, 2017: 76-77)
SEOM이 아세안정상회의가 결정한 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상황은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헌장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정상회의에 반하는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제52조의 내용과도 유사하다 (Limsiritong 2016a: 10-11).26) 또한 이 경우 아세안헌장의
제27.2조에 따른 아세안의 의사결정방식을 적용하면 분쟁해결제도의 내용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25) ARTICLE 10: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
1.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 shall:
(a)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established mandates;
(b) implement the agreements and decisions of the ASEAN Summit under their respective purview;
(c)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ir respective fields in support of ASEAN in integ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and
(d) submit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o their respective Community Councils.
2. Each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y may have under its purview the relevant senior officials and subsidiary
bodies to undertake its functions as contained in Annex 1. The Annex may be updat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ASEAN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without recourse to the provision
on Amendments under this Charter.
26) Article 52.2.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Charter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in Chapter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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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이 경우 아세안헌장이 우선한다(Limsiritong 2016b: 22-23). 예를 들어 아세안 회원국 중 분
쟁 당사국이 AEM의 권고 사항의 이행과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회
원국(들)은 이를 아세안정상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세안헌장 제27.2조에 따라 아
세안정상회의는 분쟁당사국이 EDSM2004의 권고 및 판결 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
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또한 아세안헌장 제20.1조에 따라 아세안정상회의는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가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아야만 관련 안건이 통과됨을 의미
한다.27) EDSM2004에 따른 권고 및 판결의 이행 및 준수를 거부하는 분쟁당사국은 결코 자국에 불리
한 사안에 대해 합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DSM2004의 권고 및 판결에 대해 분쟁상대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설사 이 안건이 아세안정상회의에 회부되더라도 상대국의 반대로 인해 그 사법
적 구속력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아세안정상회의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 간의 합의를 모색한다. 또한 아세안정상회의는 정치
적 의미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 간 권력 균형에 주된 관심이 있다(Limsiritong 2017: 75-77, Lin 2010,
Tan 2008, Severino 2006). 따라서 아세안헌장 제27조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방식을 적용
하게 되면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EDSM2004의 권고 및 판결은 아세안정상회의의 결정과 충돌할 수
있다(Limsiritong 2016b: 22-23).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EDSM의 판결과 권고를 자국 정부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Phan 2013, Sim 2008).
그러므로 현재 아세안의 조직과 권한이 유지되는 한 EDSM 2004에 따라 SEOM에 분쟁해결의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SEOM은 아세안정상회의의 결정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Limsiritong 2018: 10-15). 따라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인 사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서는 EDSM2004의 개정을 통해 역내 분쟁해결의 권한을 아세안정상회의와 같은 정치적 영향이 큰
기구로부터 분리시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 판결기구에 부
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독립성 부여의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EDSM2004의 분쟁해
결 권한을 갖고 있는 SEOM을 그대로 유지하되 SEOM이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만큼은 AEM이나
아세안정상회의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완전한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SEOM의 권한과 관련된 조
항을 중심으로 EDSM2004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아세안의 조직구조 상 SEOM이 구조적
으로 AEM의 지시를 받는 하위조직이라는 한계를 과연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
란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의 권한을 SEOM이 아닌 독립된 다른(신설) 기구
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SEOM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의사결정권한 및
절차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 및 제정 등 EDSM2004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 방안이 보다 높은 수
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SEAN Way를 선호하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러한 독립된 기관의 설치에 동의할지 미지수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의
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난관이 예상된다.
결국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EDSM2004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논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쟁해결제도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27) Article 20.1. As a basic principle, decision-making in ASEAN shall be based on consultation and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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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세안의 공식적인 의제로 상정 또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필요와 의미
를 부각하는 대내외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인 국제기구로 발돋움하고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성공
적인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법에 기초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있는 구속력을 갖는 분쟁해결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Ⅳ. DSM2010 및 아세안중재센터
1.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2010년 아세안헌장 개정의정서(DSM2010)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아세안 EDSM이 공개적으로 법의 지배를 포용하고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역
내 분쟁해결제도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ASEAN Way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제무역질서의 맥락에서 보면 ‘법의 지배’는 모든 WTO 회원국이
WTO 협정의 규칙과 조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WTO 협정에 근거하여 해결
하는, 즉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원칙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둔 분쟁해결
제도는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의 경우 법의 지배
가 적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AEC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내에 아세안 EDSM에 법의 지배를 온전
히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제기된 것이 준(準)사법적 구속력이 있
는 중재절차의 강화이다. 중재(arbitration)란 제3자(개인 또는 기관)가 분쟁에 연루된 당사국들 사이
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모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데 중재자의 결정이 준사법적(quasi-judicial)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선, 조정, 중개 등의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가 아세안 차원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2010년 4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2010년 아세안헌장 개정의정서(2010 Protocol to the ASEAN Charter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이하 DSM2010)’이다.28) DSM2010에는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인 주선, 조정, 중개 등 분
쟁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그 의미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중재를 중심으
로 하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내용이 다수 반영됨으로써 아세안 역내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EDSM2004 외에 중재와 관련된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DSM1996, EDSM2004 등 기
존 분쟁해결제도 관련 협정이 AEM 차원에서 체결된 반면 DSM2010은 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서 체
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EDSM2004는 AEM, SEOM 등의 경제 분야 기구에서 감독, 운영하는 반면 DSM2010은
아세안정상회의 직속기구인 아세안운영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uncil) 의장이 모든 분쟁해결
28) http://agreement.asean.org/media/download/2016082907572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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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감독, 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아세안헌장 제18.1조). 이는
기존 역내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는 주기관인 AEM과 SEOM을 배제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 발생하
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 아세안정상회의의 운영을 전담하는 아세안운
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무역 등 경제 분야 외에 다양한 분쟁사안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DSM2010의 제정은 기존 EDSM2004가 위에서 논의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사실상 회원국들
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EDSM2004의 전면적인 개정, 보완을 통해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발
전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을 위
한 대안적인 차원의 제도적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기존 EDSM2004 외
에 중재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와 ASEAN Way의 중간지대에서
타협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SM2010은 중재절차의 강화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재 외에도 비사법적 분쟁해결방
안인 협의, 주선, 조정, 중개 등에 대한 규정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EDSM2004의 절차상 형식
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EDSM2004에 비해 풍부해진 차이점이 있다. 주선,
조정, 중개의 각각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DSM2010 부속서 1(Annex I. Rules of Good Offices), 부속서
2(Annex II. Rules of Mediation), 부속서 3(Annex III. Rules of Conciliation)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DSM2010이 EDSM2004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EDSM2004의 패널 및 상소절차의 자리에 중
재절차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EDSM2004에서 패널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협의를 통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국은 패널 설치를 요구
할 수 있다(제5.1조). 마찬가지로 DSM2010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1조). 중재의 경우에도 그 절차를 부속서 4(Annex IV. Rules of Arbitration)
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EDSM2004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롭게 DSM2010을 도입하였다. DSM2010은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안안 주선, 조정, 중개 및 준사법적
방안인 중재 관련 조항을 상세히 보완, 정비하고 특히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무
력화되어 있는 역내 분쟁해결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ASEAN
Way라는 태생적 제약을 갖고 있는 아세안이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온전한 법의 지배가 적용되는
역내 분쟁해결제도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의 성격을 갖는 DSM2010은 그 여정으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SM2010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문제를 완전히 탈피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EDSM2004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최종판결의 권한을
아세안정상회의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이 DSM2010의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통한 분쟁의 미해결
(Annex V. Rules for Reference of Unresolved Disputes to the ASEAN Summit) 및 중재판결의 미이행에
대한 분쟁(Annex VI. Rules for Reference of Non-Compliance to the ASEAN Summit)을 아세안정상회
의에 회부하여 최종결정하도록 하고 있다.2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DSM2010도 여전히 ASEAN Way
29)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부속서가 DSM2010이 체결된 2010.4.8.일에는 DSM2010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부속서 5(Annex V)는 2010.10.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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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DSM2010은 그 동안 제기되어 온 EDSM2004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재절차를 보완함
으로써 무력화된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고 구속력이 있는 준사법적 절차인 중재
판결을 통해 법의 지배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DSM2010도 그 최종판결의 권한을
아세안정상회의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SEAN Way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2. 아세안중재센터
DSM2010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로 활용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감한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DSM2010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중재센터(ASEAN Arbitration Center)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Naldi 2015).
아세안 회원국 간 격차를 고려할 때 중재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비해 보다 접근하고 활용되기 쉬
운 분쟁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식적 분쟁해결절차 대신 중
재를 통해서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형태의 분쟁해결절차 채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비
용 측면에서 소송보다 중재가 더 저렴하다. 아울러 중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쟁당사국이 요구
하는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점을 가진 중재를 활용하기 위해 중재절차를 전담하는 공식적 기구인 ‘아세안중재센터’
의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SM2010에는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인 주선, 조정, 중개 등 분
쟁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그 의미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중재를 중심으
로 하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내용이 다수 반영됨으로써 아세안 역내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재는 아세안 EDSM이 법의 지배를 실행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재는
ASEAN Way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만 동시에 준사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중재는 당사국 간의 상호합의 하에 제3자(중재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판정
(award)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중재는 특히 무역
등 상사분쟁 관련 사건에서 널리 이용되며 국가 간에 발생하는 국제적 분쟁해결 시에도 사용되고 있
다.
제3자, 즉 중재인은 당해 분쟁 분야에 정통한 자로 양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개인이거나 중재기관이
다. 중재는 일반 사법적 판정 제도에 비해 그 법적 엄격함이 덜하고 분쟁당사국들의 의사와 이해가 충
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
한 이점이 DSM2010년이 체결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중재센터는 향후 DSM2010을 기초로
역내 분쟁을 다루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아세안중재센터의 설립은 EDSM2004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 EDSM2004
제1.3조에서는 분쟁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해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따
6(Annex VI)은 2012.4.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 각각 체결되어 DSM2010에 포함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EDSM2004와 같이 분쟁해결의 최종판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기는 혼란을 의식
하여 DSM2010이 체결된 이후 추가적인 논의 끝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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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분쟁당사국들이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아세안 EDSM2004의 분쟁해결절차 대신 아세안
중재센터에 분쟁 사건을 제소하는 것은 EDSM2004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EDSM2004에 중재와 관련해서는 양 절차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배
타적 관할권 조항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중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아세안중재센터의 설립은 위에서 언급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
소들의 도입과 더불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
한 사적 분쟁당사자들이 아세안중재센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분쟁절차를 정
부에 위임하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 등을 비롯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이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중심의 아세안
EDSM과 비교할 때 분쟁절차의 진행과 판결의 이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며 공정한 분
쟁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사적 분쟁당사자들은 자국 정부에게 더 이상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
기 때문에 분쟁해결 과정에서 정치적, 외교적 차원의 고려사항이 개입될 여지가 없게 되는 것도 하나
의 중요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재는 미해결된 분쟁이 아세안정상회의에 회부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위에서 보았
듯이 아세안헌장 제26조 및 제27.1조는 아세안 EDSM에 따른 미해결, 이행 관련 분쟁을 아세안정상
회의에 회부하여 최종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중재센터의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중재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
하는 뉴욕협약30)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세안헌장 제26조 및 제27.1
조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법적 위반 요소가 있다. 따라서 아세안
중재센터의 설립과 중재제도의 시행은 아세안 EDSM이 정치적, 외교적인 비규범적 요소의 영향력에
서 벗어나 법의 지배에 기초한 분쟁해결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아세안중재센터 설립은 아세안 EDSM과 WTO DSM 간에 차별성을 두어 아세안 역내 차원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세안 EDSM은 WTO DSM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WTO DSM의 아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들이 대부분 분쟁해결방식으로 중재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세안 EDSM을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보완, 더 나아가 통합하게 되면 아세안의 지역적 특수성이 잘
반영된 특화된 분쟁해결제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아세안중재센터 설립은 분쟁해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법의 지배에 근거한
경제공동체로서 변화,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등 경제 분야 분쟁에서 법의 지배가 확장, 강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
면 아세안중재센터는 현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가 가지는 제약 하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법의
지배를 받는 실질적인 경제통합체로 발전하는데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0) 1958년 6월 10일에 뉴욕에서 채택된 해외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UN) 협약으로 동 협약의 회원국
들은 외국 중재합의와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적용되는 법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최대한 수용할 의무를 갖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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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무역분쟁을 포함한 국가 간 분쟁의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결은 다자간 무역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심축이다. 아세안 역내 무역을 포함한 경제통합의 이슈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역내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아세안 EDSM은 그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활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AEC의 출범과 더불어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서 법의 지배가 유효한 분쟁해결제
도로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아세안 EDSM의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세안 EDSM와 WTO
DSM의 중복제소 문제, 둘째, 사적 분쟁당사자의 아세안 EDSM 참여 제외 문제, 셋째, ASEAN Way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정치화, 脫규범화 문제이다. 2015년 출범한 AEC의 목표인 자유로운 상품, 서비
스, 노동력, 기술의 이동이 가능한 단일시장과 생산기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문제
점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 역내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체로 발전해 갈수록 필
연적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 무역분쟁은 증가되고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AEC의 실현과 발전을 위
해서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의 분쟁해결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구속력을 바탕
으로 한 신뢰성이 전제된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아세안 EDSM은 이러한
대부분의 측면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세안 EDSM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법의 지배’로 가야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과도기적 형태로 ‘법과 중재의 지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EDSM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를 통해 분쟁해결과정을 점진적으로
脫정치화함으로써 아세안 EDSM을 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적 분쟁해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ASEAN Way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아세안의 일부 회원
국들에게 법에 의한 분쟁해결은 바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재절차를 상세하게 규정
하고 강화한 DSM2010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판결의 권한을 EDSM2004와 같이 여전히
아세아정상회의에 부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활용가능성이 높은 중재를 통
한 판결의 사례와 그에 따른 이행이 축적되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는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SM2010에 따른 중재절차법의 지배가 천착되기 전 과도기적 형태로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아세안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재는
사법적 판결과 그 과정과 효력이 유사하지만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진행절차가 가능하고 정치적 영향
력에서 자유롭다. 또한 사적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아세안중재센터는 아세안 EDSM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즉 개
인 참여를 허용할 수 있고, 둘째, 분쟁해결절차 상 정치적, 외교적 간섭을 억제할 수 있고, 셋째, 아세
안 EDSM과 WTO DSM 간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아세안 EDSM의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추가하
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아세안중재센터의 설립은 이후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법의 지배를 받는 명실
상부한 역내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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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본 연구의 주제는 아세안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제도와 관련된 것이
지만 아세안의 분쟁해결제도는 무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들 간 체결된 대
부분의 협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역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다만 현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무역 분야에 집중되고 특화된 분쟁해
결제도를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아세안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한 좀 더 구체적
이고 상세한 방안 및 다른 경제공동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연구도 가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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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대한 관광객 시선과 부티크 다문화교육을 넘어서❙

“동남아”에 대한 관광객 시선과 부티크 다문화교육을
넘어서
: 한국 사회과 교과서 속 동남아(ASEAN)에 대한 메타지리적 성찰*
31)

김이재(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지리적 상상력 연구소장)

1. 서론
우리의 대외 관계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
데,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동남아는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 지하자원, 쌀과 고무, 수산물과 목재 등 농수산물과 임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인도양과 태평양
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요지, 4차 산업혁명 관련 변화가 빠른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남아
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과 이해도는 낮으며 먹고 즐기는 휴양지로 가볍게 여긴다. 여행을 가더라도 동
남아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먹거리 체험이나 쇼핑, 골프나 해양 스포츠 등 쾌
락을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1월 당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불행하면 아세안 가라’ 발
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오해에서 드러났듯이 동남아(ASEAN)dp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은 뿌리깊
다. 한국 교육계와 학계에 팽배한 서구중심주의적 메타지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적 관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1)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메타지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특히 세계지리 관련 내
용이 많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및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속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점과
설명 방식, 사진과 지도 등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지리 교육 및 교과서에서 메타지리
는 지역을 이해하는 관점, 지역을 구분하는 내용 체계, 특정 지역을 서술하는 방식, 이미지 재현을 포
함하는 광의의 지리적 상상력을 포함한다. 동남아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기존 지도, 사진,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지역의 정형성을 해체하려면 메타지리적 성찰에 기반한 교육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메타지리적 성찰을 통해 동남아 (ASEAN) 국가들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을 분석하는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국민공통기
본교육과정에 속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내재된 지역의 정형성을 해체하
고 지리적 상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한 목표이다.
* 본 연구는 2019년 경인교육대학교 연구교수 지원금으로 수행됨.
1) 우리 교과서에 담긴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이옥순 외, 2007) 특히 세계사 교과서에서 중
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와 미국 유럽만 주로 다루고, 그 외 지역과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진정한 세계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대 오리엔트와 서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중앙유라시아,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내용이 주로 서구의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유럽 중심 사관과 제국주의적 시각에 오염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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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지리와 지역의 정형성 문제
1) 메타지리의 의미와 중요성
17세기 이후 유럽사의 기본 단위가 되었던 ‘근대 국가’ 및 ’국민국가‘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체제
다. 근대 국가 체제는 주권국가가 통치조직의 양식으로서 지배적인 시기에 인간의 진보가 이루어진
측면과 함께 ’권력의 사육제(carnival)’이라고 할 만큼 어두운 폭력성도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의 성장, 제국주의적 팽창, 기술의 진보가 서유럽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유럽의 기적’이란 표현
은 일반화되었다. 브로델은 ‘문명과 자본주의: 15세기에서 18세기’에서 자본주의는 유럽과 일본에서
만 성공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그 성공 비결 중의 하나로 ‘장거리 교역의
승리’를 꼽는 등 세계사·경제사 연구에서 ‘서구중심주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에릭 홉스봄
은 ‘전통의 발명’을 통해 민족주의, 국민국가, 국가적 상징, 역사 등은 대부분 근대사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발명품이라고 단언한다. 이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지
역연구 분야에서 포스트모던 논쟁이 이루어졌다.2)
해외 지역연구 전통이 깊은 일본 학계에서는 포스트모던의 관점을 도입한 ‘세계 단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역성을 성립시키는 고유한 논리를 분명히 하고 세계적인 시야로 그 지역성, 고
유성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도 ‘세계 단위’는 유용한 사고틀인데, ‘세계 단위’론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메타지리 체계의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재설정, 권력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함께 거대 문명 및 문화권으로 분류하는 관점대신 ‘지방(local)’으로부터의 관점 도입 등
포스트 오리엔탈리즘의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서구
중심주의적 세계관과 문법을 해체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Kim, 2007; 2013), 일본의 지적 풍토 속
에서 일본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겠다는 주체적 발상을 담은 메타지리적 성찰과 ‘세계 단위’
논의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다.3) 풍요로운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
양한 관점에서 지역을 구분하기에 유리한 지역 특성이 학자들의 상상력이 발휘되기에 유리하게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재된 지역의 정형성 문제 재조명
전후 냉전기에 형성된 미국의 전략적 세계관, 즉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으로 지역을 구
분하는 메타지리를 채택한 사회과 교육과정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동성을 반영하기 어렵다(Kim,
2007).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와 다른 문화, 나와
2) 오리엔트는 유럽의 실질적인 문명과 문화의 정통적인 구성 요소’라고 주장하며 오리엔탈리즘은 발명주의적 사상
이며 유럽이 만들어낸 자의적인 지역 인식의 전형이라고 본다.
3) 개성적인 지역단위를 독특하고 의미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새롭게 그려내는 세계질서 구성개념으로서 ‘세계 단
위’는 경직된 국가별 접근을 넘어서는 메타지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야노 토루는 공간적 세계관을 대역(大域), 중
간역(中間域), 국지역(局地域) 등 적어도 3개의 스케일에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대역=유라시아 대
륙, 중간역=동남아시아, 국지역=소세계(세계단위)로 나누는 방식으로 지역연구의 작업틀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102 _ 세션 4: 동남아시아의 경계와 지리 그리고 경제

“동남아”에 대한 관광객 시선과 부티크 다문화교육을 넘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 균형감각을 갖고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 서구중심적 메타지리, 무지의 악순환에 빠
진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옥순 외, 2007). 특히 세계 인구의 90%
가 살아가는 제 3 세계를 소홀히 다루며 강대국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오류와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김이재, 2005)4) 세계를 국민국가, 주권국가의 틀에 갇
혀서 단일하게 보는 시각도 복잡하게 얽힌 다원주의적 세계를 읽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최근에는 ‘경
쟁력 있는 연결성’을 강조하는 커넥토그래피적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파라그 카나, 2017; Kim,
2010b, 2013).
김이재(2013)는 한국 사회과 교육 및 지리교육, 어린이 세계지도 및 아동 서적에 내재된 메타지리 체계
분석을 통해 유럽(서구) 중심주의가 지배적임을 드러냈다. 또한 관광객 시선에 그치는 피상적인 다문화
교육을 ‘부티크 다문화주의(Boutique Multiculturalim)’이라고 개념화하고 진정한(authentic) 다문화교육으
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사회과 교육의 서구중심적 메타지리 문제를 제기하였다(Kim, 2010b;김
이재, 2010a, 2015a). 나아가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고 젠더 이슈에 둔감한 상황에
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전한 가운데 동남아 지역의 정형성까지 강화하는 부작용까
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Kim, 2010a, 2012, 2015; 김이재, 2010a, 2010c). 메타지리적 성찰을 거치
지 않은 채 관광객 시선에 갇힌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의존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다문화 및 박물관 교육
을 계속 실행한다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남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입하고 강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중심적 메타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
에서 제 3세계를 바라보는 시도는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양성평등지역, 다문화 선진 지역으
로서 동남아를 재조명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 전반을 성찰함으로써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내재된 지역의 정형성을 재조명하
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학계를 비롯해 한국 사회 전반에서 뿌리깊은 서구중심적 메타지리를 완화
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 교과서 내용 분석
1) 메타지리적 성찰 및 문제점 도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서구, 특히 유럽중심적 메타지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아
4) 이옥순(2007)은 인도의 역사와 문명은 고대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근대 역사에 대한 설
명이 생락되어 있어 자칫 인도는 고대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과거의 인도를 미화하
거나 열등하고 낙후된 인도의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려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전략과
도 방향이 일치한다. 사회과 및 세계사 교과서에서 인도 뿐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관점도 서구인의 시각
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옥순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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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에서는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에 대한 내용 비중이 높다. 유럽을 대륙으로 구분하는 등 메타지리
체계 오류가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 정책 대상 지역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역시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인구 2위국인 인도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고,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등 제3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은 비중이 매우 낮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에
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제3세계인 동남아(ASEAN)에 대한 설명 역시 정보 전달 위주의 평면적 기술
에 그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세계화의 모습과 우리의 역할’에서는 ‘동남아시
아 국가연합(ASEAN)을 ’제 26차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정상들’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조하게 소개하고 있다.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10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경
제적 기반의 확립과 발전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결성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2015
년 12월 31일에 하나의 경제권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를 결성하였고, 2020년 완전 통
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동남아 (ASEAN) 국가들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 분석
교과서는 아동의 학습을 촉진하고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문자 텍스트와 함께 사진, 그래프, 도표,
지도, 삽화 등 다양한 시각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시각 자료는 본문 서술 못지않게 교과 내
용 전달 시 교육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등사고력, 상상력 계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리
영역에서의 시각 자료는 학습자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과 자신의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
악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
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는 정형성이 강하고
‘동남아 지역 주민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개발주의적 관점에서 동남아 지역을 바
라보는 등 편협한 관점을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6학년 2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3. 세계 여
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 3)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관계’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스키 관광객 증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겨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알리고 있으며,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다.
기사를 본 진우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스키 관광을 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진우는 궁
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이 어떤 곳인지 찾아 보았다.
동남아시아에는 타이,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이 있다. 이 나
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깝고,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1년 내내 덥고 습하다.
“동남아시아에는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스키를 타러 우리나라로 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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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현지 주민들의 삶에 기반한 설명보다는 단순한 관광
상품 소비자로서 접근하고 있다. 4계절이 있는 베트남,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열대 계절풍 기후지역,
서늘한 고원지대가 분포하는데도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이 1년 내내 덥고 습하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
화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 나라만 해도 세계 인구 4위 대국이고 수도인 자카르타는 아시아에서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복잡한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인데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인도네시아는 관광지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 1)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에서 인도네시아는 ‘땅의 75%가 열대우림인 칼리만탄 지역’, ‘자와 섬의 최고
봉이며 활화산인 스메루산’,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섬’, ‘코모도왕도마뱀이 살고 있는 코모도 국립공
원’, ‘바나나’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장소와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편견과
낙후된 지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4. 중학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내용 분석
1) 메타지리적 성찰 및 문제점 도출
이평래(2007)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화권 지도에서 사라진 중앙유라시아(중앙아시아)의 ‘잃어버
린 역사’를 복원할 것으로 제안한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중개 무역을 통해 축적한 경제력
을 기반으로 수준높은 문화를 창조한 주역이었던 유목민들의 활약을 가르칠 공간을 현 교과서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중앙 유라시아 지역은 실크로드를 경영하며 당대의
가장 혁신적인 문명을 누리던 유목민들이 활약한 무대로 동서양 교류의 중심지였다. 해상 실크로드
의 중심지였던 동남아 역시 경직된 메타지리 체계 속에서 그 역동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조흥국(2007)은 동남아를 소개하는 교과서의 오류과 문제점을 제기한다. 용어의 한글 표기 오류 문
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승불교 등 잘못된 개념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남아의 화교
라는 명칭도 현지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중국인들에게는 적절치 않기에 화인이라고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동아시아’라고 지
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메타지리 체계 속에서 동아시아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서구(유럽)중심적 메타지리와 내용 서술이 우세
한데, 특히 중학교 1학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일반사회 영역은 서구에서 비롯된 개념과 사상,
이론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사회 (세계) 지리 영역에서 제3세계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
되어 있는데, 출판사 별로 지역(국가)의 등장 빈도나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상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사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열어주는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각
교과서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된 사례지역은 각 교과서 저자의 관점과 취향에 의해 선정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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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교과서 저자들의 동남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
물고 있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5)

2) 동남아(ASEAN) 국가들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 분석
사회과에서 다문화 국가 및 다문화정책 대상 지역으로서 아세안(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관련 내용
비중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D출판사에서 편찬한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4단원: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 3. 문화 갈등과 문화 공존’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싱가포르를
소개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음식을 ‘할랄(Halal)’ 음식이라고 소개하
며,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할랄(Halal) 음식을 제공하는 싱가포르 대학교 식당 사진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아랍스트리트 사진을 함께 나열하며 싱가포르가 다양한 문화
가 공존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현재 모습이나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내재된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등 관광지 소개 수준의 피상적인 접근
에 그치고 있어 진정한 다문화교육 자료로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동서양 교역의 지리적 요충지인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
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여러 종교의 기념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면서 서로 화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농촌이나 밀림 등이 배경으로 나오고 자연환경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지역의
구체적 상황이나 맥락은 생략된 채 열대우림기후의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방
글라데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지역으로 사회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학생들이 이들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즉,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서 인도네시아는 1년에 세 번 농사짓는 벼농사하는 농부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
프르의 고층 빌딩, 싱가포르는 현대식 건물을 대표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다.
C출판사 중학교 1학년 사회에서는 해안 관광지 사례로 발리를 선정해 관광 산업으로 변화하는 해
안 지역을 대조적인 사진 2개를 활용해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발리섬의 해변 사진과 함
께 “우리나라에서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는 약 2만여곳에 달하는 힌두교의
신전과 성지가 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발리섬을 ‘신의 섬’이라고 부른다. 여행객들은 아름다운 해
변, 멋진 서핑 장소, 그리고 매력적인 전통 예술품, 음악과 춤에 끌려 발리섬을 찾는다. 관광 및 관련
산업이 발리섬 경제의 85%를 지탱하며, 인도네시아 여행객의 80%는 발리섬만을 방문한다고 한다.”
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후 바로 다음에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발리섬 주민은 새로운 문
제를 겪게 되었다. 심한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5) D출판사에서 제작된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보다는 C교육에서 출판된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더 다양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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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리조트가 끊임없이 건설되면서 전력과 물 공급이 한계에 달했으며, 힌두교의 전통 가치가 약해
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쓰레기로 뒤덮인 발리섬의 해변 사진을 제시하는 식이
다. 하지만 발리섬의 실제 모습과 최근 변화를 다룬 연구물이나 현지 조사에 근거한 최신 정보는 반영
되어 있지 않고 관습적이고 작위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소개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정형성과 편견을
강화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D출판사에서 펴낸 중학교 사회 1학년 교과서에서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사례로 관광 개발의 영
향을 탐구하는 내용이 등장해 찬반 토론을 유도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대응이나 관광지의 현실에 대
한 연구나 현장 조사가 부재한 가운데 극히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즉 ‘관광지의 개발
방향’에 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조사하여 필리핀의 새로운 해안 관광지 개발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도록 유도하면서 제시하는 텍스트 자료가 극도로 빈약하다. 필리핀에서 보라카
이 해변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례를 맥락화하여 이해
하거나 충실히 현장을 재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제시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보마저 피상적인 관광
지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라카이는 길이 7km, 너비 1km의 산호섬으로, 필리핀의 대표적인 해안 관광지이다. 연평균 기온
이 26-27도 정도로 일년 내내 기온이 높아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해가 질 떼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아름다운 일몰을 즐기는 많은 관광객을 볼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을 통치하는 두테르테 정부가 해변 관광지에 대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해변 안
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환경 보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필리핀 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산호섬을 관광지로 개발
하려고 한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필리핀에 새로운 해안 관광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교육 자료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필리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위험성까
지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식당주인, 정부관리, 보트 운전수, 원주민,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문
제를 바라보게 하면서 정작 보라카이를 방문하는 여행자나 관광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활동
은 빠져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는 필리핀을 오리엔
탈리즘 관점에서 대상화하고 잇으며 한국인이 공정여행자로서 보라카이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5. 소결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한국의 사회과(세계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지역)에 대한 소개는 정
형화된 이미지, 개발주의적 관점에 치우쳐 있음이 규명되었다. 특히 다문화 교육 관련 부분에서 동남
아, 인도 등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오리엔탈리즘에 오염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
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ASEAN)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적은 비중인데다가
관광객 송출국으로서 동남아, 아세안에 대한 평면적 기술에 그치고 있어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나아가 유럽을 대륙으로 구분하는 등 메타지리 체계 오류가 수십년 동안 방치된 것은 초등 사회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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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분야에서 지적 무기력(intellectual inertia)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학교에
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수록 동남아(ASEAN)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세계지리 관련 내용 비중이 높은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동남아 및 남아시아는 소홀
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서구(유럽)중심적 메타지리
와 내용 서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열대우림기후 지역으로서 동남아의 자연환경’, ‘물류 산업 및 경
제가 발달한 싱가포르’, ‘자연재해가 빈번한 남아시아(방글라데시) 및 동남아시아(필리핀, 인도네시
아 등)’ 등의 경직된 접근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정형성이 강화될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이들 지역에
서 온 결혼이주 여성과 노동자가 늘어나며 다문화 교육 및 신남방정책 핵심 지역으로서 아세안(베트
남, 말레이시아 등) 관련 내용과 비중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나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관광객 접근
법이 주를 이루어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양한 교육적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
다.
급변하는 동남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 충실한 현지조사 및 지역 연구에 기반한 사례가 한국
교과서에 바로 투입되고 좀 더 맥락적으로 제시되어야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교육 내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아세안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건조한 평면적 기술에 그치기보
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며 오감을 동원해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교육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지리 교육관련 활동에서 지리
적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동남아 지역 및 제 3세계에 대한 편견을 극
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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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복지연구❙

베트남 보건복지연구: 현황 및 과제*
6)

백용훈(서강대)

1. 문제제기: 베트남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내 학술적 및 실용적 연구의
필요성
국제저널에 게재된 베트남 복지 관련 연구들은 베트남과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의 협업 하에 양적
으로 증가해왔다. 연구 주제는 농촌 가구 빈곤 문제와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Nguyen et al.,
2015; Tran et al., 2018), 가구 복지에 대한 국제 이주와 송금(remittances)의 영향(Nguyen and Mont,
2012; Nguyen and Vu, 2018; Binci and Gianna Claudia, 2018), 중국과 베트남 복지 체제의 비교
(London, 2014; Nguyen and Chen, 2017) 등을 다루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들 역시 증가했다.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의 역사적 과정을 다루면서도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의 내용에 착안하여 각종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Ladinsky et al., 2000;
Hoang et al., 2014; Bui et al., 2015; Nguyen et al., 2017; Takashima, 2017).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의 제
도적 특성 및 운영, 건강증진 정책 및 의료 인력과 기술에 대한 규제 정책,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
혁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을 다루었다.
한국 내 베트남 연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 10년 동안 베트남 연구 ‘붐’을 일으키며 정
치, 경제, 사회, 문학과 예술 등 분야별로 증가해왔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의
확대에 따라 베트남 사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생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중에서 사
회 분야에 관한 연구들은 변화하는 베트남의 농촌과 도시, 개혁과정에서 노동자 문제, 베트남 내 소수
종족과 종교, 한류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결혼이주와 관련된 학술 및 정책
연구가 급증했다(이한우, 2013). 하지만, 베트남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 연구는 부족하
며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 역시 상당히 소외되어왔다.
한국 내 베트남 관련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 모두 의학 분야의 연구들(최삼섭, 1969; 황충현, 1971;
이대진, 1972; 안청시․전제성, 2019: 71 재인용)임에도 관련 후속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
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보건복지 실태와 양상을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이상환, 2011; 윤태형, 2012;
백용훈, 2015, 2016, 2018)의 수는 매우 적으며 내용 역시 보건의료 전달체계, 자원, 시설, 건강수준 등
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대다수의 연구는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들과 관련
된 주제인데 주로 의약학 분야에서 건강상태, 임신과 출산 경험 등을 다루었고(김경원 2010; 양숙자.
2010; 박민희․양숙자, 2012) 사회과학 분야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의 관계 등(김현실, 2012)의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 신남방정책의 비전이 사람(people) 중심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의 보건복지에 관한 이해와 실용적 연구가 더욱 필요한
* 본 발표문은 보건복지 중 보건의료 분야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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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이다.

2.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베트남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신남방정책의 추진과제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인적자원역량강화지원’, ‘상호체
류국민의 권익보호·증진’, ‘삶의 질 개선’ (이상 ‘사람’(people)), ‘신산업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
장역량 제고’ (이상 ‘상생번영’(prosperity)),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 (이상 ‘평화’(peace)) 등이
다.1)
2019년 8월 한국과 베트남의 복지 관련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들은 다양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였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양국 간 소득보장,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정
책,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 민간자원 동원·연계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관련
기관은 사회보장정보화 협력, 한국형 푸드뱅크 및 공동모금 제도 등 민간자원 활성화 긍의 경험과 노
하우를 서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의 경우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정보시스템 구
축을 필요로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푸드뱅크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
부와 공유해나갈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공무원연수원 및
노동사회대학교와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협력을 체결하여 교과과정(커리큘럼) 개발, 연수과
정 운영 및 연구협력 경험을 공유 및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 보건복지부와 베트남 보건부
간의 협력도 확대될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의료인 면허시험제도, 질병관리본부 등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국 내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다.2)
베트남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관련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2016-2020 사회경제개발
계획(SEDP)에서 보건의료 부문에 관한 내용은 ① 의료시스템 신속개발과 기초 보건네트워크 향상을
위하여 사회화 촉진 및 투자 확대 지속, ② 사(xa, commune) 단위의 의료기관 역량 강화, 현(huyen,
district) 수준의 병원 건설, 성(tinh, province) 및 중앙(Trung uong, central) 병원 업그레이드,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에 높은 수준의 전문 병원 건설, ③ 평등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정책 개정, 전 인구의 건강보험 구현을 위한 로드맵 개발, ④
전염병 예측, HIV 감염 감소, 영양부족 아동 비율 감소, 식품안전보장의 품질과 효과 향상, 의학 산업
및 장비 신속 개발, 현대의학과 결합된 민간요법 개발, ⑤ 스포츠개발 촉진, 성 균형 유지, 출생률 유
지, 가족계획 등이다.
또한 2017년에 “새로운 상황에서 인민의 건강 보호, 관리, 증진”에 관한 의결(20-NQ/TW, 2017/
10/25)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프로그램이 공포(139/NQ-CP)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긴급 상황, 특히 신
흥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 예산에 부합하여 접종 가능한 백신의 수
를 늘리기 위한 로드맵 제출, 비전염성 질병 예방 및 통제 ② 각 급(사, 현, 성, 중앙) 수준에서 진료 및
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8/28) “한-베트남 간 보건복지 협력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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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구현, 2020년까지 병원의 과밀화 문제 해결, 위성 병원 시스템
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서비스 혁신 및 환경친화적인 건강 시설 건설, ③ 건강 검진 및 치료 관리(전자
의료 기록 등)에 정보기술 적용 및 대기 시간 단축, 환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응급 시스템 발전 등
이다.

3. 향후 연구 주제 및 내용 (계획)
1) 학술적 연구: 베트남의 복지혼합(welfare mix) 성격 분석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전세계 모든 국가는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
책의 우선성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국가마다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결합으
로 인하여 개발 과정에서의 적정한 수단과 그로 인한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주요 문제를 확인하고 그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베트남이 좋은 연구 대상의 사례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행기를 경험하면서 등장한 주요 이슈들과 그 맥락에 주목
해보고자 한다.
서구에서 강조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틀은 비국가 영역이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복지제도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적절한 개념이
다. 복지혼합(welfare mix)은 복지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기초에 해당한다(Gough, 2004). 본 연구는 보
건의료 부문을 중심으로 198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 간 진행된 베트남의 복지혼합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국가 보조로 운영되던 보건의료 부문
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 이후 시장에 노출되었고, 정부는 사적(민간) 부문의 발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혼합적 양상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행되
어왔고 그 결과 두 부문이 현재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2) 학술·실용적 연구: 질병 대응 역량 강화 관련 연구
베트남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는 일차의료 중심의 개혁과 국가 공
공 보건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한 보건의료 지표의 상승이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체계
에 대한 국가 투자의 결과로 인해 베트남은 인구 건강 부문 및 UN이 주도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 2014년 여름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 WHO Partners’ Forum에서 MDG 4(유아사망률 감소)와 MDG 5 (모성보건증진)를 달성한 세
계 10개 국가 중 하나라는 영광을 누렸다(Cheng, 2014).
베트남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10대 질병 중 지난 10년 간(2007-2017)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
은 당뇨병(51.7% 증가)이고, 폐암이 41.1%, 알츠하이머 40.3%, 국소빈혈성 심장질병이 37.2%, 간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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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8.8%,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10년 간 15.1% 감소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2007년과 2017년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 2007년
에 비해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베트남은 질병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염성 질병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비전염
성 질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비전염성 질병(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과 전염성
질병(HIV/AIDS, H1A1 등)의 이중고, 노령 인구, 보건시스템의 불충분한 능력, 보건의료 접근에 있어
서 불공평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힌 베트남의 질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함의 및 시사점 그리고 한국 보건의료업계 및 제약업계의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실용적 연구: 한국 정부 및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 제공
2018년 누계 기준으로 6,259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對아세안 진
출 기업 중 42.6%). 2018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 신규 법인수는 822개로 아세안(1,291
개) 전체 중 63.7%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진
출 전략으로 항상 언급되는 인구 구성과 인건비 이외에도 근로 환경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베
트남 사회보험(퇴직․사망연금, 산업재해(직업병), 질병․출산),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 등에 관
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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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보편적 의료보험과 공공 병원의 작동:
시민권의 경계와 자격의 재구성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보편적 의료보험의 도입은 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물론 정치적으
로도 중요한 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태국의 “30바트 의료보험”은 흔히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업적
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태국에서 보편적 의료보험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역사적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한 동학을 드러낸다. 이 논문에서는 나는 태국에서 보편적 의료보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제시하
고, 건강 보장의 보편성이 어떻게 확장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보험의 지역사를 재구성하
고자 한다. 태국의 성취는 보편적 의료보험이 의료 시장의 확대나 환자/소비자 선택권의 확장으로 대
체될 수도 있는 전지구적 구조 속에서 공공 의료 영역을 한정적이나마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태국의 공공 병원 체계는 특히 한국과 같이 공적 자원-사적 의료 제공자의 이중 모델
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가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의료 공공성의 상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또한 태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시민자들, 이주 노동자, 난민 및 신분
증명이 없는 사람들이 공공 병원 체계를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양상은 보편적 의료보
험이라는 이상적 기준이 어떻게 시민권의 경계와 자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게 하는지를 보
여준다.누가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자격의 정치가 아닌 어떻게 보편적 권리
로서 의료의 영역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둘러싼 분배의 정치를 태국의 공공 병원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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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화교류’ 혁신모델로서의 인도네시아 청년 경제자립 지원사업의 성과와 의미❙

국제 ‘문화교류’ 혁신모델로서의 인도네시아 청년
경제자립 지원사업의 성과와 의미

박지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오늘날 ‘문화교류’는 원조, 개발, 협력의 개념으로 발전해 온 국제관계에서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이미지 홍보와 문화정체성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수단을 넘어 ‘문화를 통한 상호이
해와 창조적 발전’,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 하는 단계를 지향하며 민간주도의, 관계중심
의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측면에서 볼 때 문화교류는 전통적인 국가와 문화
개념을 허물고, 시공간 경계를 초월한 동시다발적이고 개방적인 다자간 소통 과정으로 더욱 확장된
다.
정부는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동적인 환경변화와 국내 관심 증가에 따라 국제문화교
류진흥법(2017.09.22. 시행) 제정하고 동법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2018-2022)을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방향성, 추진 전략, 그리고 세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은 이 법령에 근거한 종합계획의 실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기초연구, 전문 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 간 수교
행사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발표자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3년간 기획하고 추진했
던 <인도네시아 청년 경제자립 지원>에 대한 소개이다. 이 사업은 인니 조코위도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한-인니 경제협력, 특히 문화협력분야에서의 의제 발굴 및 실무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된
‘한-인니 경제협력 실무TF <창조산업분과> 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되며 출발하였다.’ ‘한-인니 양국이
협력하는 형태로 양국 문화산업 상호이익을 추구하면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경제자립에 기여할 것’
이 과제의 구체적인 목표였다.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의 성격과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은 공적원조, 사
회공헌, 개발협력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일종의 정부주도 공공외교 또는 공익사업의 한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 이들 역시 사업추진방식의 기본 가치로 쌍방향성을 추구하고, 사업과정에서 문화적 교류의
촉진을 강조하며, 사업의 결과로 상호간 문화적 이해가 풍성해지길 기대한다는 점에서 문화교류는
여전히 핵심적인 키워드다. 하지만 발표자는 문화교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문화협력 실제 사
례로서 본 사업이 가지는 차별화된 특징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23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국동남아학회 특별학술대회

문화교류, 문화협력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경제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택한 사업 전
략과 방식이었다. 한-인니 패션산업과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교류 활동을 활성화한 결과로 인도네시아 청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대해가는 과정
을 구체적인 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본 사업이 한-인니 패션분
야의 민간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양국 패션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 잡았는지 검토한다. 끝으로
본 사업을 주도했던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소회하면서 문화교류 분야에서의 공공영역의 역할과 전문
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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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아세안 대상 사업 현황과 과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아세안 대상 사업 현황과 과제
정민영(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UNESCO) 본부와 한국 정부의 협정1)에 따라 2011년 한국
에 설립되었다. 국제법상으로는 국제기구(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2))이며 국내법상으로는 문화재
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분류된다.
유네스코3)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
제연합전문기구이다. 따라서 교육, 과학,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 사업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사업은 아무래도 세계유산 지정사업일 것이다. 세계유산 지정사업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물이나 자연경관 등 유형의 유산과 관련된 사업은 1972년 세
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4)에 의해 진행되고, 이와는 별도로 손에 잡히지 않는 문
화적 표현물, 노래나 춤, 음악, 사회적 관습, 의례, 기술 등에 대해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5)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후자인 2003년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본래 지역권 별로 한
곳만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나, 아태지역 센터 설립과정에 한․중․일 3국의 정치 관계가 복잡하게 얽
히면서 3국에 모두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설립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다. 결국 3국 센터는 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한국의 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킹, 중국 센터는 훈련, 일본 센터는
연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각각 설립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설립기획단 시절 작성했던 중장기발전계획에
서 훈련과 연구 기능을 모두 삭제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능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성해야 하는 어려움
을 겪었다.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5개 소지역(동북아
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센터가 설립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정보와 네트워킹 분야
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의,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 다른 문화 관련 기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에 관한 한-유네스코 협정문(2010)
2)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이란, 유네스코와 해당국 정부가 협정을 맺어 설립하는 기관으로, 유네스코의 미션을 위
한 업무를 하지만 예산 및 인력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의 기관을 통칭한다. 최근 유네스코 재정위기로
카테고리 2 형태의 유네스코 조직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3)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4)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5)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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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남아시아 ‘콘텐츠’의 현황과 과제
부경환(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1)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비전 아래 2015년에 개관한 대규모 문
화시설이다. 총 연면적 156,817㎡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시설 가운데 하나인 국립중앙박물관(연면적
138,156㎡) 보다 큰 물리적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2), 연구, 아카이브, 교육, 창ㆍ제작, 전시, 공연, 축제, 레지
던시, 국제교류와 행사 등 가히 문화시설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망라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
서 출발하여 …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
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설립”되었다.3)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로 이전하기로 계획
되면서 5ㆍ18 최후 항쟁지이자 상징인 도청 건물과 부지의 활용,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가 큰 숙제
로 떠올랐는데, 노무현 정부는 단순히 5ㆍ18 기념공간 조성이 아닌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편, 당시 정부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중앙-지방 간 문화격차 해소, 즉 ‘국가균형발
전’을 목표로 전국에 4대 지역거점 문화도시를 조성했는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결정되
었다.4)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시설은 아시아문화전당이었는데, 결국 옛 전남도청 일원이
문화전당의 건립 부지로 확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아시아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설이 광주에
들어서게 되었다.
서울과 부산 정도를 제외한 국내 나머지 지역이 모두 마찬가지지만, 광주ㆍ전남 역시 (중국과 일본
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연구(area studies)나 문화 향유ㆍ소비의 기반이 되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부
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그 범위를 좁히면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전무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광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중앙(서울),
동남권(부산)에 이어 서남권의 한 축으로서, 유형적으로는 대학 연구소나 여타의 기관과는 다른 문화
전문기관으로서 다양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본 발표를 통해서 개관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구, 전시, 공연 등 분야별 주요 사업
과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콘텐츠’
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 소개를 통해 문화전당이 학계 및 관계기관
과 교류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1) 영문명 Asia Culture Center. 약칭은 “ACC”이며, 개관 이전에는 “Asian Culture Complex”로 불렸다. 한편, 연구자가
소속한 아시아문화원(Asia Culture Institute, ACI)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실질적인 위탁운영을 담당하는 특수법
인으로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2) 각 기관 웹사이트의 시설소개 정보 참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https://www.acc.go.kr/ac_c/intro/facilities)
-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site/main/content/architectural_overview)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웹사이트의 전당소개 발췌(https://www.acc.go.kr/ac_c/intro/view)
4) 나머지 3대 문화도시는 부산 영상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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