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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아세안에도 불고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저임
금 노동력을 기반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들 국가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정보통신기술이 아세안의 경
제, 사회,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면서 일부 회원국들에서는 이미 정보통신 플랫폼을 제공
하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작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 아세안지역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회원국 정상, 장관과 기업인들은 ‘아세안 경제공동체’1)가
‘하나의 아시아(One Asia)’로 도약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 경제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신남방정책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아세안에 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회
원국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는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 수준의 지역 경제협력을 추구하며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 구축, 경쟁력 있는 공정한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2020년 출범할 예정이었으
나 2015년 11월 2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체 회원국 정상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발족에 서명하면서 2015
년 12월 31일 조기에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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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의 제4차 산업혁명은 가능할까?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으로 아세안 경제권

한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들은 50위권 밖에 위치

은 6억 3,900만 명의 역내 인구를 바탕으로 매년

하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6

(ITU)의 2017년 ICT 개발지수에서도 아세안 평균

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단일 시장으로 부상하였

(4.95)은 세계평균(5.1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

다. 하지만 경제가 가장 발전한 싱가포르를 제외

타나 아세안 회원국의 정보통신산업은 발전단계

한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는 주로 풍부한

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여

아세안은 열악한 정보통신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히 낙후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 아세안 후발

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ICT 기

회원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전력,

술의 융합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

도로 및 용수 등 기초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

가 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은 낙후된 경제환경과

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쟁력지수에 따

산업구조를 가진 아세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르면 140개 조사대상 국가 중 아세안의 후발 가

생각될 수 있다.2) 많은 전문가가 동남아 국가들

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는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10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심지어 저임금

과 관련성이 높은 ICT 수용성 분야에서 싱가포르

2) Klaus Schwab(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ISBN 1944835008.

(4위), 브루나이(17위), 말레이시아(32위)를 제외

<표 1> 2018년 아세안 국가들의 국제경쟁력 순위
기본요인

인적자원

혁신 생태계

ICT 거시경제
생산물 노동 금융 시장
제도 인프라
보건 기술
보급 안정성
시장 시장 시스템 규모

기업
활력

혁신
역량

라오스

112

119

99

96

134

117

말레이시아

25

24

32

베트남

77

94

75

브루나이

62

45

싱가포르

2

3

인도네시아

45

캄보디아
태국

110

107

105

91

94

106

100

32

1

62

95

64

68

24

24

20

15

23

19

30

97

102

90

59

29

101

82

54

17

81

1

4

42

50

58

44

38

107

115

68

79

1

20

1

3

5

27

16

14

48

71

50

51

95

62

51

82

52

8

30

68

110

126

112

38

60

60

92

74

104

121

114

65

92

88

128

96

64

48

42

66

92

44

14

18

23

51

필리핀

56

101

한국

15

27

92

67

43

101

67

60

36

39

32

39

67

6

1

1

19

27

67

48

19

14

22

8

자료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주 : 아세안 회원국 중 미얀마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평가대상국에서 제외됨.

58

시장

순위

KIET 산업경제

산 업 경 제 분 석

<그림 1> 아세안 국가의 ICT 개발지수
(2017년 기준)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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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TU(2017).

을 무기로 하는 경쟁력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

아, 라오스, 미얀마도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

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을 거듭하면서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

그러나 아세안의 정보통신산업에 새로운 변

다.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수입되어 일반 소

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세안의 후

비계층에도 스마트폰의 구매가 급속하게 늘어나

발 가입국3)으로 경제발전이 낮은 베트남, 캄보디

고 있다. 지리적 여건 혹은 투자 부족으로 인터

3)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정식명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1967년 8월 8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
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ASEAN 창립선언(방

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하였고 이후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하
고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
하여 현재의 10개국 체제가 확립됨.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를 후발 가입 4개국으로 지칭한다.

<표 2> 아세안 국가의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브루나이

68.8

캄보디아

14

71.2

90

94.9

22.3

32.4

34

인도네시아
라오스

17.1

22

25.5

32.3

14.3

18.2

21.9

25.5

말레이시아

63.7

71.1

78.8

80.1

미얀마

11.5

21.7

25.1

30.7

필리핀

49.6

53.7

55.5

60.1

싱가포르

79

79

84.5

84.4

태국

34.9

39.3

47.5

52.9

베트남

41

43.5

46.5

49.6

한국

87.6

89.9

92.8

95.1

자료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ITU) Database 검색일 2019년 4월 19일.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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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통신망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한적이었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이 활성화되

지만 정부가 3G 혹은 4G 통신서비스를 국가 전

고 있다.

체로 확대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인터넷 이용

아세안에서 스마트폰 보급과 중산층의 성장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으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확산·보급되면서

마 및 인도네시아는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새로운 비즈니스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두 배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토코피디아

증가하였다.

(Tokopedia)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중국 알리바

아세안 지역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인

바의 투자를 유치하며 ‘아세안의 알리바바’로 불

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

리며 10억 달러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으로 성

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여 활용되고

장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오토바이 공유업체인

있다.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를 비교

그랩(Grab)은 동남아 우버(Uber)를 인수하였고

하여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비교 웹사이트는 가장

태국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인 오미세고

대중적인 정보통신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뒤이

(Omisego)도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고 싱

어 숙박 시설과 항공권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

가포르와 태국의 국가 간 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하

가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교통 및 숙박 관련

고 있다.

2. 제4차 산업혁명을 앞다투어 도입하는 아세안 국가들
아세안의 인터넷 플랫폼 및 공유서비스 스타트

의견이 나왔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4

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국 정부도

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명이 효율성 증대와 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심도 가지게

용절감을 통해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내고 있

되었다. 2018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다”라고 하였고, 베트남 응우옌쑤언푹 총리는 “4

경제포럼 아세안지역회의에 참석한 아세안회원

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격차 확대와 일자리 감소가

국의 정상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아세안이 처한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났다.4)

위기와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아세안 경제에 대한 높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으로 대변

은 우려와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세안 경제가 풍부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클라우스 슈바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과거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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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일경제신문, “아세안, 4차산업혁명 동맹 맺어 경제 퀀텀점프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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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WEF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은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국가별로

아세안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

경제발전과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4차 산업혁명

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정부와 기

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양하다. 우선 기업하기 좋

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협력은 새

은 환경 세계 2위로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

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인 싱가포르는 2014년 11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라며 “새로운 고속 성장의 기회와 함께 새로운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장기 계획인 ‘스마트 네이

5)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센

션(Smart Nation)’을 발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룽 싱가포르 총리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4

위해 총리 직속의 범정부 조직인 ‘스마트 네이션

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유무역체제

프로그램 오피스(Smart Nation Program Office,

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SNPO)’가 모든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부처 간 업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도 조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빅

아세안 각국은 낙후된 산업구조, 인프라 및 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가브테크

술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도

(GovTech)’라는 기구도 창설하여 국가 차원에서

입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95%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선진국 제

이상의 가구 및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조업의 자동화와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동안 하도

지능형 광대역 인터넷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

급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 제조업은 위축될 수 있

물인터넷(IoT), 첨단 로봇 공학, 자율주행, 사이버

다. 3D프린팅, 클라우드 등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

보안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프로

이 확산하면서 아세안은 더 이상 저렴한 인건비를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무기로 하는 대량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 것

실증사업을 아세안으로 확대하기 위해 싱가포르

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아세안 각

는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만들

국은 4차 산업혁명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고 하

어 주도하고 있다.

고 있다. 가장 경제가 발전한 싱가포르는 2014년

말레이시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부터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마

2017년 통상산업부가 ‘2050 국가변환계획(TN50)’

련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선도국가로 인정받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고 있다. 최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4차 산

제조업은 200만이 넘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조업 육성정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자동화 혹은 로봇

마련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관심과 대응

활용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6)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책 수립은 점차 아세안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5) 한국일보, “4차 산업혁명 밀물, 동남아 위기를 기회로” 2018. 9. 13.

6) 2017년 말레이시아 제조업협회(FM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제조업체의 30%만이 자동화 및 로봇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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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경쟁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태국 4.0을 수립하여 추

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집중 육성

진하고 있다. 태국 4.0은 1차 산업(농업), 2차 산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 석유화학, 기계를 3대

업(제조업)과 3차 산업(서비스업) 전반에 ICT를

제조업 육성 기반산업으로 선정하고 스마트 팩토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미래성장 산업으

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전체 산업으로 확산시킨

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

다는 계획이다.

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하에 시
7)

태국은 2016년 ‘중진국의 함정’ 에서 벗어나기

장경쟁력이 높은 5개 산업과 성장잠재력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5개 신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

7)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1인당 GDP 4,000~1만 2,000달러의 중진국에 도
달한 이후 경제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세계은행
이 2006년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할 계획이다. 부족한 기술과 자본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태국 4.0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표 3> 아세안 국가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국가별 정책

추진 방향

- 도시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
싱가포르
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Smart Nation Initiative - IoT, 클라우드,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혁신

핵심기술 및 산업
- 3D프린팅(제조업의 대량 맞춤화)
- 로봇(인력난 해소)
- 자율주행 자동차(도시교통난 해소)
- 드론(드론 활용의 효율성 개선)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

- 산업 자동화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의존도 완화
- 스마트 공장(전자, 가구, 플라스틱, 빌딩관리)
- 제조업 수출경쟁력 제고

태국
태국 4.0

- 스마트 시티(인프라 구축)
- 스마트 기업(스타트업 활성화)
- 경제와 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하 - 스마트 피플(인적자본 육성)
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혁신 주도 경제 - 스마트 산업(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
료 및 관광, 농업, 식품, 로봇, 바이오 화학,
항공물류

- 5대 전략산업(식음료, 의류, 전자, 자동차, 소
재산업)
- 10대 우선 정책 과제
·원자재 및 소재 흐름 개선
·산업단지 재구축
·녹색성장 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
·중소기업 육성 지원
Making Indonesia 4.0 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인적자원 역량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기술투자 인센티브 도입
·규제 및 행정 간소화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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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에 나
서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을 최우선 과

인도네시아는 작년 4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제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 비중이 높은 낙후한 산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였다. 조코위 대

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통령은 대통령 직속 범부처 조직인 ‘국가산업위

마도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자

원회(KINAS)’를 신설하여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

결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시장의 디지털화가

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만성적

이루어지고 있다.

인 무역수지적자 개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기술을 식음료, 섬유 및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통합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

의류, 자동차, 전자, 화학 산업군에 과감하게 도입

한 논의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을

‘초연결 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이미 국

확산하기 위해 10대 우선 과제를 수립하고 투자

경을 넘나들며 작동하면서 금융·의료·교육 등의

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분야에서 향후 성장을 선도할 만한 단일화된 아

아세안 후발 가입국으로 경제발전 단계가 상대

세안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

적으로 낮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현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 로밍 요금 폐지 또

연간 6% 이상의 고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4차 산

는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높아지는 디

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털 무역의 비중을 아세안 역내 교역에 활용하

개발 초기 외국인 투자정책에 매우 우호적이었지

기 위해 역내 전자상거래 규정을 간소화하고, 각

만 최근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고도 기술과 첨단

종 비용 절감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 세관 통관

기술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는 선택적 투자 유인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활발하게 논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의되고 있다.

3. 아세안의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품이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지면서

이후 감소하였다가 회복세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감소하였다. 2017년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이 본격

2013년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감소하는 추

화되면서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성장세로 전환

세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아세안으로부

하였고 2018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전년 대

터의 수입액이 감소하였고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비 5.2%, 수입도 10.8%로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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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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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stat.kita.net).

4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다시 확대되고 있지
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2

(Peace), 번영(Prosperity) - 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Community)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을 발표하였다.

월 우리나라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4차

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 정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한국의 대아세안

부의 직간접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양국 간 경제관

정책도 전환하게 되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

계는 악화되었다.8) 2016년 11월 출범한 미국 트럼

령은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신남방정책

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미·중 무역분쟁이 발

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포함한 3Ps

생하면서 아세안은 G2 시장의 대안으로 중요성

plus9)를 발표하였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새로이 부상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세계 1위의 싱가포르를 방문

하고 있는 신흥시장인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협

하여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네트

력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워크, 핀테크 및 스마트 그리드 등에 대한 협력을

한국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10) 9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

기존 4대 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까

통령의 한국 방문 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

지 격상하였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

아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인 Making Indonesia 4.0에

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아세안 및 인도와의 새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소재, 자동차 및 스

운 협력 패러다임으로 ‘3Ps’ - 사람(People), 평화

마트 공장에 대한 협력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다.

8)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2016년 8월 1일 ‘한한령(限韓
令: 한국 문화콘텐츠 규제)’을 실시하였고 2017년 3월 3일 한국행 단체
관광의 중단을 지시하여 한국 방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던 2016년 800만이 넘었던 중국 관광객 숫자가 매우 감소하여 416만
9,353명에 그쳤다.

9)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
영(Propersity)의 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존 3Ps를 기술혁
신 협력을 포함하여 3Ps plus로 발전시켰다.
10) 국
 제무역연구원(2017),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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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남방정책의 성패, 다양성 존중하는 맞춤형 상생협력 필요
아세안 각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물꼬를 튼

경제규모는 인도네시아(36.5%)와 태국(15.9%)

신남방정책이 4차 산업혁명 분야까지 확대되고

의 GDP가 전체 아세안의 52.4%를 차지하는 반

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에 부는 4차 산업혁명

면에 후발 4개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빠르게 신남방정

마, 베트남(CLMV)의 비중은 11.98%에 불과하다.

책을 3Ps plus로 업그레이드하였다. 그러나 10개

1인당 국민소득은 가장 부유한 싱가포르의 1인당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다양성은 신남방정

국민소득이 최빈국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소득

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보다 무려 41배 이상 높다. 대외무역에서 인도네

아세안은 ‘10국 10색’이라고 할 정도로 지리, 인

시아는 경상수지 적자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

종, 문화, 경제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아

스, 미얀마는 무역적자가 심각하다. 산업별 비중

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70%

가 아세안을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

이상이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농업 비

하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싱가포르, 태국, 미얀

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슬람교(말레이시아, 인

회원국들은 국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4차 산

도네시아, 브루나이), 가톨릭(필리핀)으로 나누어

업혁명에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

져 있다.

술을 기반으로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를 집중적

2 0 1 9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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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육성하고 말레이시아,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치밀한 기획력과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이 시장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도

진출해 있다. 중국은 2016년 출범한 아시아 인프

입하고 있다. 아세안 후발 가입국 베트남, 캄보디

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 미얀마와 라오스도 정보통신기술을 공공서비

AIIB)의 자금을 동원하여 아세안 저개발 회원국에

스와 금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구축해온

있다.

아세안 지역의 생산네트워크와 아시아 개발은행

우리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을 낙

(Asian Development Bank, ADB) 및 동아시아 경

후된 인프라, 낮은 교육 수준과 낮은 임금에 의존

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리고 4

and East Asia)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를 분

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

석하고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록 한

실, 자율주행 자동차 등은 이들 국가와는 거리가

국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지

먼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만,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는 여러 회원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

서는 아세안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

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명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

아세안은 아직 경제개발 초기로 ‘블루오션’이라
고 생각하지만, 이미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라서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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