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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의 핵심 연구 질문은 동아시아 지역금융제도가 발전하는 과
정에서 어떻게 아세안 국가들은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가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은 치앙마이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
브 다자화,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그리고 역내 감시체계를 통해 발전
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아세안은 약소국들의 느슨한 형태의 국가의 연
합, 즉 정부 간 협의체 형태의 국제행위자로서 총 국력과 국제정치·경제
적 지위에서 압도적인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역내에서 가장 높은 발전을
이룬 CMIM의 다자화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아세안에게 유리한 협상력과 위치를 제공하는 아세안+3체제를
구축하여 발전시키며 한·중·일을 상대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외활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내 주요 경제협력의 기제에서 주도적
지위와 수익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아세안의 위치는 아세안이 국가의
대외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세(勢)를 모아 네트워크를 구
사하여 획득한 공동의 비젼, 즉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꾸준히
추구하여 관철시킨 아세안 국가들의 괄목할만한 외교전략 수행의 결과물
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대결에서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역할로 한정시키거나 혹은 강대국의 이익이나 행동
더 나아가 정체성을 조율하는 위치로 설명하여 아세안중심성을 지나치게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 경향은 강대국중심의
국제정치이론들 사이에서 약소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에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강대국의 주도권경쟁이 약소국의 상대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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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의 제고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경향을 탈피하여 아세안중심성을 형성
하게 할 수 있었던 국제환경적 요인에 대해 아세안의 위협 균형적 시각에
서 재구성하여 분석하며 이를 통한 아세안중심성의 행태적 요인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첫째, 아세안중심성을 형
성하고 발전시켜 나갔던 국제환경적 요소에서 아세안이 동아시아 외환위
기 이후 아세안 개별국가가 느낀 경제위기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여 생존
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안보를 누구
와 손을 잡아 해결해나갈 것인가의 측면에서 국제금융제도가 전개되었다
는 점에 주목한다. 동아시아 금융제도는 이미 협력의 역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이 강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함에도 협력이 종종 좌절되었던 것을 사료
할 때 현재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가 아닌 아세안이 주도하여 협력을 이끌
어나가는 배경에 대해 아세안이 느낀 위협과 위기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균형의 측면을 보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금융제도의 각 이슈별 결과를 구축해나가는데 있어 아세안에게
주어졌던 주도적 지위와 수익적 지위를 패권의 부재 혹은 리더십경쟁으로
인해 아세안에게 시혜적인 혜택으로 주어졌던 결과로서만 구조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행태적 역량의 측면에서 내적 결속력, 즉 아세안의
방식으로 지칭되는 그들의 제도와 전통이 아세안의 대외협상력인 아세안
중심성을 관철하는데 있어 강한 추진력이자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세안이라는 10개 나라의 느슨한 형태의 국가
의 연합이 단순한 국가의 합을 넘어서 약소국 10개의 합이 만들어내는 매
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 원동력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었
던 국제환경과 그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읽고 그 빈틈을 발견해 치고 들
어가 아세안중심성을 주장하며 공감, 압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역내 국
가를 결박하여 잠재적 위협을 분산 및 회피하고자 하였던 아세안의 높은
협상력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 즉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 편향되어 있거나 혹은 논의의 전개를 비분석적으로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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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천착되어 다른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을 극복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그간 국제 사회 내 규칙 수용자로서의 역
할에 한정되어 있었던 약소국가들의 대외정치·경제 정책 및 새로운 국제
금융통화질서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아세안,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아세안중심성, 위협균형, 아세안
플러스 삼국 회의, CMI, CMIM, ABMI, 동아시아 금융통화 감시체계

학 번 : 2007-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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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 및 통화협력은 치앙마이합의(이하 CMI), 치
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이하

CMIM),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이하

ABMI), 그리고 역내 감시체계(이하 AMRO)를 통해 발전해오고 있다. 제도
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1997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 세계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역내 국가들 간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치·경제활동이 두드
러지고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의 경제안보를 보
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라
는 역내 권력전환의 변화로 주변국들은 정치·경제 안보 분야에서 위기의
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주요 강대국 간의 경쟁이 경제
제도의 발전 과정 속에서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
이 자신들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세 대국들을 향해 주도적이고 적극적
인 대외활동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아세안국가들의 전략으로 역내에
서 가장 높은 발전을 이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과정에서 결과적으
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는 회원국 13개국의 합의하에
2009년 발리에서 체결된 이후 2010년 3월 발효가 되어 한 번의 개정과정
을 거쳐 현재의 결과에 도달하였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결과
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첫째, 회원국의 확대와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분담
금 배분 및 투표권행사의 구성이다. 우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
남, 그리고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의 10개 국가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
여 수혜를 받았다. 또한 분담금 배분 및 인출부문에 있어서 이들 5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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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분담금 규모에 비해 다른 회원국들보다 월등
히 높다. 투표권행사의 경우 자금지원 관련 사안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분담금규모나 인출 배수, 인출 가능 규모 등은 합의제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국가 모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아세안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여타의
제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약소국을 배려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약소국들이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국익을 달성하고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과 역내 감시체계는 CMIM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나 성장과정 속에 있다. 먼저 ABMI는 2002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3년 6개의 협의단(working group)체제로 출
범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뉴로드맵
을 기준으로 4개의 전문위원회(task force)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뉴로드
맵의 가장 핵심부분인 1팀과 2팀의 경우 역내통화표시채권의 발행과 수요
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ABMI의 구성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아세안 국가 중 본 이슈에 있어
리더십을 행사했던 태국과 싱가포르가 각기 발행과 수요를 담당하는 위원
회로 선정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AMRO는 2009년 발리에서 역내감시체계설립에 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 2011년 5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MRO의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점은 국제기구를 자국에 설립하고 싶은 아
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쟁에서 아세안 국가의 적극적이고 주도
적인 대외활동으로 싱가포르에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세안은
회의를 주최하는 대다수의 의장국가 역할을 담당하고 회원국으로서의 단
순한 참여를 넘어선 역내 지역금융 및 통화질서를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한 활동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아세안 국가들이
겪었던 대내·외적인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체화된
경험과 교훈에서 시작되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전까지 경험한 역내 경제협력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축적된 교훈과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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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미국과 IMF를 필두로 하는 글로벌 금융질서와 서구 강대국 중
심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역내 금
융통화협력제도의 형성과정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
들은 개별국가로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주변 강대국을 대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이에 10개의 국가들이 모인 느슨한 정부간 협의체,
즉 연합의 형태로서 세를 모아 들어가 국가의 대외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획득한 공동의 비젼과 외교 전략을 통해 글로
벌한 차원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한·중·일과의 제
도 설계의 과정에서 아세안에게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러한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그간 국제 사
회 내 규칙 수용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있던 약소국가들의 대외 정치·
경제정책 및 새로운 국제금융 및 통화협력 질서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함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진행되
는 동아시아 지역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로, ‘동
아시아 지역금융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세안국가들은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게 되었다. 즉,
한·중·일 삼국에 비해 하드파워(Hard Power)가 작은 아세안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형성 및 심화시켜나
갔는지 그리고 하나의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아세안의 전략은 무엇이었으
며 그 동인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아세안이 그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
었던 국제정치의 구조나 환경적인 요소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제기한 연구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상대적
으로 한·중·일에 비해 외적인 구조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이 주도하여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과를 획득하는 현상을 잘 담
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아세안 국가의 대외전략
을 중국과 일본의 대결 경쟁에서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역할로 한정시키
거나 혹은 강대국의 이익이나 행동 더 나아가 정체성을 조율하는 위치로
설명하여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현상에 대해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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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연구의 공통된 특징을 보았을 때, 역내 금
융통화질서의 형성 및 심화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아세안이 주도
가 되어 이끌어가는 것의 원동력에 중요한 구조적 배경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라는 중요한 구조적 배경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패권국의 공백, 혹은 주도권의 공백에 아세안이 들
어가 얻게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여 아세안의 대외협상력
이 갖고 있는 행태적 요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한 구조적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
융 및 통화의 이슈는 전통적인 하드파워의 한 부분으로서 전 세계의 금융
통화질서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역할과 정책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으며 그에 따른 중국과 일본의 대응의 측면에서의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
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일경쟁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
한 설명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할 수 있
었던 국제환경적 요인인 중일경쟁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아세안의 위협
균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둘째, 이와 더불어 미국의 역할과 정책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위협인식에 대해 조명하며 셋째, 행태적 요인으로 아세안
의 대외협상에 있어 공통의 비젼이자 목표인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으로 ‘아세안중심성은 역내 지역금융 및 통화제도 구
축의 협상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했다.’라
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가능케 했던 요인들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증
명해보고자 한다. 즉, 아세안 국가들에게 대외정책에 있어서 전략이자 목
표인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내 금융통화협력에서의 아세안중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는 먼저, 아세안중심성을 발현하게 하는 국제정치 구조에서의 환경적 요
인을 살펴보고 개별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아세안이라는 정치체제가 갖
고 있는 개별 행위자의 속성이 그러한 구조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이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제도를 자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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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관철시켰던 전략으로 아세안중심
성을 규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세안중심성의 개념이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세안이라는 10개의 나라의
느슨한 형태의 국가의 연합이 단순한 국가의 합을 넘어서 약소국 10개의
합이 만들어내는 매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 원동력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중심성이 발현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과 행위
자 자체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아세안 중심성이 어떻게 본 이슈에 적
용되었는지를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제도의 대상으로
는 CMI, CMIM, ABMI 그리고 역내 감시체제이다. 각 이슈별로 다루는 내
용이나 국가들의 양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그들 국
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아세안중심성 전략을 취
하였다. 따라서 각 이슈에서 아세안이 어떻게 아세안중심성을 추진하였고
어떻게 그 결과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도출이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본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이자 핵심질문에 관한 기
존 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분석의 틀이자 이론적 배경으로 스테판
월트의 위협균형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본 논문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에 대
한 기존 문헌 고찰 및 적용할 이론의 비판적 검토를 마친 후 2장에서 아
세안이 금융〮
통화협력 분야에서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외교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추진가능하게 하였던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구조
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미친 영향력과 동아시아
내 금융통화질서의 변화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성
된 아세안의 관념과 이익, 제도 등 아세안 외교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대
내외적 배경과 요인 그리고 아세안이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인 아
세안 방식(ASEAN Way)과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는 아세안이라는 정치체가 갖고 있는 개별 행위자의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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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을 통해 설명할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과정에서
아세안중심성을 통해 발현 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후, 3장에서 앞서 살펴본 동아시아 내 금융통화질서의 변화의 과
정 속에서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국제환경적 요인을 중
요한 회담을 중심으로 의장선언문과 각종 정부 자료들을 통해 재구성하여
검토하고 아세안이 인식한 위협과 균형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그런 뒤, 4장을 통해 아세안이 주도하였던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에서 제도의 형성 및 심화 확대를 함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이 어떻게 드
러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본 논문의 주장을
요약하고 본 논문의 정치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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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존 문헌 검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 및 통화질서

를 이끌어나가는 단일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불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부류이다1).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 내 국가 간 경쟁
구조에 중점을 두어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동아시아 내 금융 및 통화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지역 내 큰 영향
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 간의 권력구조에도 불구하
고 상호보완적인 리더십을 통해 협력적으로 제도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
가하는 연구들이 있다.2)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 내 금융 및 통화협력
1) Kent Calder and Min Ye,“Regionalism and Critical Junctures: Explaining the
“Organizational Gap”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2004),pp.191-226: Donald Crone, “Does Hegemony Mat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acific Political Economy”, World Politics(1993),pp.501-525:
Christoper Hemmer and Peter J. Katzenstein,“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2002),pp.440-455
2) Amitav Acharya, “Ideas, Identity, and Institution-building: From the ‘ASEAN
Way’
to
the
‘Asia-Pacific
Way’?”,
the
Pacific
Review,
Vol.10,No.3(1997),pp.346-391: Werner Pascha,“The role of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Europe i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Pacific Review, Vol.20, No.3(2007),pp.423-446: Chey
HyoungKyu,“The Changing political dynamics of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sian
Survey,
Vol.
49,No.3(2009),pp.450-467:
Zhang
Yunling,“Emerging New East Asian Regionalism”, Asia Pacific Review, Vol.12,
No.1(2005),pp.55-63: Yang Jiang, “Response and responsibility: China in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The
Pacific
Review,
Vol.23,
No.5(2010),pp.603-623:Yong Wook Lee, “Japan and the Asian Monetary Fund: An
Identity-Intention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0,
No.2(2006),pp.330-366: Ramkishen S. Raja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taking stock of recent ongoing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2008),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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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개과정 및 협력요인에 대해 강대국 중심의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집
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에 비해 외적으로 약
소국인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여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과를 획
득하는 현상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내 금융 및 통화협력질서를 구축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동인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환위기 직후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
되는 협력의 양상에 집중하는 연구들이다. 즉, 위기에 대한 대응의 측면
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동아시아가 외환위기 직후 아세안 국가들이 얻게 된 세 가지 교훈
에 인식하여 지역 경제공동체를 창립하게 되었음을 주장 한다3). 첫째, 외
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한 환율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둘째,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등 국제금융기구의 긴급
자금 지원도 그 규모에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금지원이 초기에 필요
한 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고 셋째, 금융시스템 취약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
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
후,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자국의 금융시장 및 외환 시장안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지역 내 환
율 안정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아세안 통화 및 환율기구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의 협력
채널로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아
세안 국가의 대외전략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견제추구4) 혹은 자유주의

3) 김용덕, 『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박영사,2007), pp.10-45
4)
Denny
Roy,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Contemporary Southeast Asia,Vol.27,No.2(2005),pp305-322: Amitav
Acharya,“Containment, Engagement, or Counter-dominance? Malaysi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Fairbank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1997),pp.370-380:
Robert S.Ross,eds.,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London:Routledge,1999),p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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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제도협력이라는5)이분법적 논쟁으로 다루고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견제로 보는 학자들은 동남아시아가 중국에 대항하여 견제하거
나 혹은 중국에게 편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제도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제도
가 지역안보 공동체로 향해 전진하고 있다며 발전적으로 보거나 혹은 강
대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이슈에서 첫째,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중국 금융의 위상은 동아시아 지역 안에 미국이 미치는 영
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는 점, 따라서 중국에 비해 미국과 미
국이 이끄는 서구선진금융의 위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반감이나 위협
이 더욱 컸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며 또한 중국을 견제하여 아세안 국가
가 대응하였다고 단순하게 정리하기에 일본과 중국 간의 미묘한 경쟁에서
벌어지는 현상, 즉 시혜적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는 시각에 대한 충분한 비판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
둘째, 협력의 시작이 미국 및 IMF가 제시한 글로벌 금융거버넌스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한 자구책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부족
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는 무역이나 다른 이슈와
는 달리 직접적으로 위기를 맞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협력의 기제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직접적으로 위기를 맞지 않
았던 나라가 왜 아세안 나머지 국가들과 연합하여 아세안중심성 전략으로
행동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세안이 협
력을 이루는 동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연
구로 이어진다.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연구는 아세안중심성의 개념, 정체성 및 실효
성에 대한 논쟁으로 나뉠 수 있다6). 먼저, Amitav Acharya은 아세안중심
5) Amitav Acharya,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New York:Routledge,2002), pp4-79: David Martin
Jones and Michael L.R.Smith,“Making process, Not Progress: ASEAN and the
Evolving
East
Asian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32,No.1(2007),pp.148-184
6) 아세안중심주의는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가 아닌 외부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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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정치상의 물질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의
요소들을 건설하고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강대국의 행동, 이익 그리고 정체
성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한다.7) 그는 아세안중심성의 배경, 원
천, 한계 및 극복요소,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 설명하며 아세안중심
성이 갖는 특징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중심성은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운전자석’의 용어
대신 쓰이는 전문용어라 설명하며 따라서 아세안은 ‘교통규칙’ 혹은
‘노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8). 전자의 관점에서
본 사례에 적용할 경우, 아세안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아세안중심성을 활용
하여 강대국을 조율하고 그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수반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동아시아 지역금융 및 통화협력
의 제도가 구상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의 아세안 국가의 역할 및 협상전
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중심성의 배경으로 설
명하고 있는 중일경쟁의 구도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리더십 경쟁에서
무한적인 애정으로 아세안에게 호혜를 베푼 차원으로 설명하는 경향에 대
해 비판적 분석이나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세안중심성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구조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국제정치구조 속의 빈틈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외교정책을 수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체성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아세안중심성을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수반된 결과로서 인식
하거나 혹은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국제환경적인 요인을
배제한 아세안 국가들만의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로만 치부하기엔 전자의
을 때 주된 추진력이자 원칙을 뜻한다; Asean Charter, Article 1, Paragraph 15
(2008)
7) Amitav Acharya, Allan Layug,“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in Asian Regionalism:
ASEAN Identit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Asia-Pacific Regional Order”,the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2012),pp.2-48
8) Jone Lee,“Still in the ‘Drivers’ seat’, but for how long? ASEAN’s Capacity
for Leadership in East-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Vol.29,No.3(2010),pp.95-113: Kanaev Yevgeny, “The
Driver Seat Phenomenon”, International Affairs(2010),pp.29-36

- 10 -

경우 아세안의 행태적 역량을 후자의 경우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게 하였
던 국제환경적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
세안 국가들이 국제환경속에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외교전략, 즉 아세안중
심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는지를 CMIM, ABMI, 그리고 역내 감시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사례들을 통해 입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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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이론적 틀 및 비판적 적용

1) 위협균형론의 개념

동아시아 지역금융과 통화협력 안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협상전략인
아세안중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될 이론적 토대는 스테판 월트의 위
협균형론(balance of threat theory)이다9). 금융 및 통화의 질서는 탈냉전
이후로 국가경제의 생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뜨겁게 부각되었던 경제
안보의 영역으로 월트의 동맹형성의 원인을 분석한 위협균형론은 동아시
아 지역에서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경제
안보를 누구와 손을 잡고 지켜낼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풍부한 설명
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아세안중심성의 요인으로 분석할 중일경쟁의 구
조적 배경과 행태적 차원에서의 아세안의 속성을 잘 설명하는 이론적 토
대라는 것이다.
월트는 위협균형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맹형성의 원인을 세 가지
차원, ‘균형-편승’,‘이념’,‘원조’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이에 따
라 동맹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것이 더 우세한가에 대한 다음의 논점을
제시하였다. ① 국가들은 ‘힘에 대한 균형(to balance against power
alone)’보다는 ‘위협에 대한 균형(to balance against threats)’을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 ② 이념은 ‘균형(balancing)’보다 동맹의 동기로서 덜
위력적이다. ③‘원조’나 ‘정치적 침투’는 동맹을 형성하는데 있어 자
동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10). 이러한 동맹의 다양한 동기와 행위들에 대
한 월트의 설명은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삼국 회의
(ASEAN Plus Three, 이하 APT)의 연합에 대해 적절한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통화협력을 구축하는데 있어 아세안, 중국, 일본 그
9) Stephen M.Walt, The Origin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1987), pp.5-44
10) Stephen M.Walt, 198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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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한국의 동맹(또는 제휴)의 이유는 ‘능력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 capabilities)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힘의
극대화의 수단(power-maximizing tool)‘으로만 동맹 혹은 제휴를 형성하
는 것을 뛰어넘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
먼저 국제정치상의 개별 행위자로서 아세안의 속성이자 행태적 역
량인 아세안중심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위협균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
을까.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국가들이 외부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원칙이자 목적이다.11) 아세안 국가 사이에서, 아
세안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1967년 설립 이래 지속되어왔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팽창하려 경쟁할 때, 아세안은 두 강대국의 힘의 사용, 즉 평화
로운 갈등 해결이 어렵고 회원국의 국제문제를 강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이 힘든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어 강대국에 대
응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12).
이후, 지역 내 새로운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등장은 아세안 국가
들로 하여금 더욱 그들의 연합을 강화시키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
다. 아세안국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강대국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무시
받은 채,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강대국들의 힘이 난무하는 활동무대
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더욱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필
요를 느꼈다13). 중국의 부상과 발전은 국경이 인접해있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비단 역사적으로 중국과
11) 이러한 원칙과 목적은 또한 여러 차례 아세안 모임을 통해 도출된 성명이나 문서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ean Charter, Article 1, Paragraph 15 (2008)
http://www.asean.org/asean/asean-charter/asean-charter(최종검색일:2015.5.7.)
12) Severino, Rodolfo C, “ASEAN Beyond Forty: Towards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Contemporary Southeastasia, Vol.29,No.3,(2007):pp.406-23
13) Nishikawa,“The “ASEAN WAY” and Asian Regional Security“, Politics&Policy,
Vol.35,No.1(2007):pp.42-56: Kim,M, “Theorizing ASEAN Intergration’, Asian

Perspective, Vol.35,No.3(2011):pp.407-35: Kim,M, “Why does a small Power
Lead? ASEAN Leadership in Asia-Pacific Regionalism”, Pacific Focus,
Vol27.No.1(2012):pp.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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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랜 긴장과 갈등을 겪은 것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발전해가는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아세안 국가들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해외투자를 받아 자국의 경제성
장을 이루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저임금과 거대한 인구가 제시하는
매력적인 시장의 가치는 아세안에게 가는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이 되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은 수출하는 주력상품에 있어 상당부분 겹
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에게 매우 큰 부담이자 자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관련하여 자
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할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중국이라는 변수 외에도 아세안은 달라지는 국제정치의 환경 속에
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보이슈, 즉 영토, 이념 분쟁을 넘어
서 군사적인 차원 뿐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비군사적 차원의 비중이 자
국의 안보개념에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특히나 경제위
기를 경험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경제안보의 영역은 국가생존의 결정적 요
소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경제력 기반의 약화가 곧 국가의 신인도를 하락
시키고 종국에는 국가의 주권과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키며 나라 존망의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사적 안보만큼
경제안보 역시 탈냉전 이후 아세안이 가장 챙겨 나가야 할 사활이 걸린
영역이 되었다. 이에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지리적
위치로 차지하게 된 전략적 중요성을 잘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세
안은 전략적 위협과 기능적 협력이라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접근과 경제
적 차원의 접근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매뉴버(maneuver)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유리하게 점하고자 노력하였다.
금융과 통화 협력의 질서구축에 있어서 아세안은 정치·군사 안보
의 영역에서 느꼈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
국과 IMF가 보여준 대응은 아세안 국가에게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
였고 더 나아가 그 처우가 불공평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조’의 원칙에
따라 위기를 해결해야한다는 의식을 심화시켰다. 그러한 인식아래 형성된
것이 CMI이며 그 이후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
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더욱 아세안중심성을 공고화하게 만들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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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배경 아래, 아세안중심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판 월트가 제
안한 ‘위협에 대한 균형론’ 즉, 국가가 심각한 외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세한 위협에 대항하여 다른 나머지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균형의 전
략을 선택한다는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월트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것은 세력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위협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
고 그 위협은 군사력이나 지리적 근접성 혹은 무기체계의 공수편제와 같
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도와 행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즉, 국가들이 인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동맹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또한 국가는 잠재적 패권국이 너무 강해지기 전에 억제시키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강자보다 더 약한 쪽에 합류하는 것이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 사이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에 균형의 전략을 선택
하게 된다14).
이러한 월트의 이론은 아세안 국가들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
후 인식한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10개의 국가가 하나의 세를 모아
중국, 일본, 한국과 손을 잡아 자국의 경제안보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또한 아세안 국가들 중 직접 위기를 맞지 않아 협력의 기제가
약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싱가포르가 강자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약
자인 아세안 국가와의 동맹으로 균형전략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2) 아세안의 관점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위협균형의 대략

그렇다면 아세안중심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던 국제환경적 요인인
중일 경쟁과 미국의 정책 변화의 경우 아세안의 관점에서 어떻게 위협균
형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는 19세기 일본의 식민경험에 의해 아
세안〮
·한·중·일간에 존재 하는 좁히기 힘든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는 지

14) Stephen M.Walt, 1987,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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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 그리하여 지역 내 협력을 끌어내는데 있어, 특히 동북아 삼국 간
에는 항상 정치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
한 분쟁들로 인해 언제든 협력은 와해될 가능성이 있어왔다. 따라서 APT
를 구성하는 데 있어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관계
는 언제든 와해 될 수 있는 역사적·이념적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
등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맹 혹은 제휴는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위협
에 기인한다. 또한 월트의 설명처럼 이념의 요소는 위협에 대한 균형보다
동맹의 강력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 당시 아세안과 중국은 동남아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재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관계개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
아 외환위기와 해결과정에서의 경험들은 이러한 이념을 뛰어넘어 양자 간
의 관계를 개선하고 제휴를 복원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의 동맹 혹은 제휴정치의 지속 또는 복원의 본질적인 동기는
다극체제의 형성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부적 위협(external threat)에 대
한 균형’이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 쉽사리 좌절되었던 지역 내 협력의
모습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공통의 외부적 위협, 즉 미국과 서
구선진국가들이 지도하는 금융통화협력의 질서에 대한 대항이나 그것에
대한 다른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힘의 극대화가 아닌 지역 내 미치는 외부
적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동아시
아 내 힘의 극대화를 위해서였다면 아세안은 미국이나 서구의 금융통화협
력의 질서에 편승하는 편이 유리했을 것이고 한편 떠오르는 강국에 대항
하는 세력균형이라는 전통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세안은 부
상하는 중국과의 동맹이 아닌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을 추구하여 제도
를 구성하는 편이 타당했을 것이다.
동아시아 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미국, 중
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이 인식한 각국의 이익은 조금씩 달랐다.
물론 지역 내 금융통화질서의 안정이라는 대의적 차원의 목적은 같았겠지
만 본격적으로 협력에 뛰어들게 되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누구와 손을 잡아
자국의 경제를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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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다. 즉, 아세안 국가들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 내 미치
는 외부적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균형전략을 모색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달라진 자국의 정치·군사 안보에 대한 위
협인식은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에서도 작용하였다. 탈냉전 직후, 아세
안은 1990년대 중반 대만해협위기를 계기로 지역 내 무서운 경제력을 바
탕으로 부상하는 ‘중국위협론’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미·일 신안보공동선언(1996)’ 및 ‘신안보 가이드라인(1997)’등을 채
택하며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으며 아세안은 자국의 정
치·경제·군사안보가 냉전시기와 같이 또 다시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서
휘둘리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아세안의 입장에서 지역 내 강대국인 중국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변
화만큼 중요하였다. 당시 중국은 클링턴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검토 및 여
러 일련의 대외정책들이 자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위협론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지역 내에서
자국을 향한 미국의 이러한 여러 조치들에 대응하고 자국의 영향력 및 이
미지 제고를 위해 아세안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시도해야함을 느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변화에 아세안은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의 아세안 정상
회담에 중국을 초청하며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협력도모를 위한 물꼬를 트
게 된다. 당시 중국은 정치적 수단을 활용한 균형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에 치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중
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인민폐 평가 절하를 유보함으로써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며 동아시아 내 금융통화협력의 질
서를 구축하는데 뛰어들게 된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기민하게 주목하고 있었다. 외
환위기 이후 다소 소극적이었던 일본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 위
기를 해소하고자 하였던 중국의 모습들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신뢰감을 구
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일본은 지역 내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국의 지위가 중국에게 밀릴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더구나 중국이
기존의 소극적인 외교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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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외환위기의 국제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일본은
아세안이 내민 손을 잡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아세안은 종전의 협력의 경험을 통해 미국의 반대가 제도의 설계나
구축에 있어 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따라서 미국이나 IMF등의
반대를 사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야만 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영
향력 제고 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 그 외의 국가에게 주도권을 뺏기게 되
는 것을 우려하였다. 패권국가로서의 영향력 제고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
으로 미국 및 IMF를 배제하는 계획에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
다. 이에 아세안은 미국과의 지속된 대화채널을 통해 동아시아 내 금융통
화협력의 과정이 미국이나 세계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
운 것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다15). 그러면서도 아세
안은 오랜 역사동안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배제한 중국, 한
국, 일본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던 국제금
융체계의 부당한 점들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는 월트의 설명처럼 원조
나 정치적 침투는 동맹이나 제휴를 형성하는데 있어 자동적인 이유가 되
지 못함을 보여준다.

3) 개념의 비판적 적용

APT체제는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의 모든 의제를 결정하
고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메커니즘이다. APT체제의 프레임은 아
세안과 삼국간의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세안과 삼국간
의 양자관계, 즉 동맹과 제휴의 메커니즘에 대해 동태적이고 다양한 분석

15) 1998년 5월 23-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14번째 미국과 아세안과의 회담 후에 발
표한 성명 참조.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united-states/item/press-statement-14th-us
-asean-dialogue-manila-philippines-may-23-241998:최종검색일(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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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한다. 따라서 동맹(제휴)의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월트의 위협
균형론의 ‘균형’과 ‘편승’의 개념을 차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월트는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이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비대칭성’ 즉,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이나 제휴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에 기인한다. 로스스타인
(Robert L. Rothstein)은16) 이에 대해 약소국들이 각각의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있어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행동패턴을 보이는 것은 위
협의 해결책이 주로 ‘외부적 원천’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라 설명하
였다. 다시 말해 약소국은 동일한 위협에 비해 강대국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으로 반응하며 강대국의 위협은 약소국의 생존에 대한 강력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소국은 위협에 직면하여 생존이라는 국
가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원조가 필수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의 원조는 속성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소
국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상쇄하기 위한 위협반응으로의 행동
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적 동맹, 즉 힘과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은 강대국과 약
소국 사이에 ‘안보와 자율성의 거래(security-autonomy trade –off)’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내정 간섭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에 중복 동맹 등을 통해 비대칭성의 위험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
울이게 된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제도를 구축
하는데 있어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했던 아세안중심성을 기반으로 하는 활
동들이며 이는 본문 4장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의도의 측면에서도 약소국과 강대국은 상이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약소국은 주로 위협적인 강대국을 억지하여 자국의 안정, 즉 정권
혹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한편 강대국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약소국의 특정한 행위, 즉 자국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
동을 사전에 미리 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에서 동맹을 하고자 한다. 와이
츠먼(Patricia A. Weitsman)은 이와 같은 동맹의 유형을 결박(묶어두기,
16) Robert L. Rothstein, Alliances and Small Powers, (New York and London:Columbia
University Press,1968), pp12-3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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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hering)이라 소개하며 ‘위험분산/회피(hedging)’과 더불어 위협에 대
한 반응유형에 대한 동맹의 유형으로 설명한 바 있다17).
위험분산이란 잠재적 우방 혹은 적대국, 라이벌을 대상으로 낮은 수
준의 공약(low commitment)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동맹의 행위로서 잠
재적 라이벌(rival)과의 제휴를 통한 위험분산 행위는 잠재적 적국의 팽창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회피’는
한 국가가 다수의 잠재적 라이벌에 직면하여 특정 국가를 선택하길 원하
지 하는 경우 모두와 제휴하여 위험을 회피 및 분산시키는 행위를 뜻한
다. 이때 국가는 동맹파트너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전략 축
(pivot)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향후 잠재적 동맹국들 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교섭의 지렛대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명들은 중국과 일본의 동기와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적 개념이 된다. 따라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동맹과
제휴의 다양한 역학을 설명하고 있는 상기의 개념을 차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7) Patricia A. Weitsman, Dangerous Alliances: Proponents of Peace, Weapons of
War, (Standford University Press,2004), pp.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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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동아시아 내 금융통화협력의 역사와 아세안
외교

1절. 동아시아 지역금융 및 통화협력의 전개

1) 역내 초기 경제협력의 실패 경험

CMIM은 2009년 발리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어 2010년 발효된
이후 줄곧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의미한 금융통화협력의 가시적인 성과
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역내 금융통화협력에서 CMIM의 모태인 CMI
가 최초는 아니며 역내 협력의 시작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대거 포함
된 지역협력 논의의 시발점인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y Cooperation, 이하 APEC)이후 펼쳐
지는 경험에서 출발한다. 즉,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해결의 과정에
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통화질서의 구조에 점차적으로 균열이 생기
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균열 속에서 그 공백을 메꾸고자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와 같은 기회를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의 역내 경제
협력의 실패경험을 통해 축적된 교훈들과 함께 아세안이 잘 활용하여 동
아시아의 CMIM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APEC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지역협력의 모습으로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미국·한국·호주·일본·캐
나다·뉴질랜드 총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 공동의 이익추구,
개방적 지역주의 실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추진, 개발 및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회원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하락
되어갔고 지역협력으로서의 그 의미가 점점 쇠퇴해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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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년 당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제안했던 동아시
아 경제그룹(East Asia Economic Group, 이하 EAEG)은 미국 등 역외국들
의 반발 및 일본과 같은 역내 주요 관련국들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되었
다. 이러한 일련의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들의 좌절은 제도 구축 및
형성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교훈을 남기게 된다. 즉,
새로이 형성될 제도에는 위기 발발시 제도로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함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질서인 미국을 비롯한 역외
선진국들과 IMF등의 반발을 사지 않는 형태의 것이 되어야 함을 시사했
다.

2절.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아세안의 위협균형

1)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

기실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에서의 지역협력이라는 것은 통상적
으로 무역이나 다른 이슈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위기를 맞지 않는 국가들
에게는 협력의 기제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 동아시아 내 여러 국가들이 역내 협력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목격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완화
가 불러온 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자유화로 인해 투기적 자본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서가 확대됨에 따라 특정국가의
금융위기가 역내의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
응하는 공동의 협력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이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APEC, IMF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선진국들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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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한 대응 때문이었다. 1997 태국에서 시작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발발 이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이 주도하
는 글로벌 금융질서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위기 이후 미국
과 IMF가 보여준 대응은 위기에 직면했던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충
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그 처우가 불공평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조’의 원칙에 따라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 아세안 국가들의 대부분은 1980년대 중반
부터 IMF의 권고에 따라 금융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경제정책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해왔다. 그렇지만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를 상당부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되고 아세안 국가들은 더욱 확대된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미
성숙한 금융자본시장을 갖고 있었던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
러한 확대정책은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였고 관리감
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단기해외차입금의 급등을 초래하였다. 이 단기차
입금은 생산부문이 아닌 대부분 부동산개발 및 투자와 같은 비생산부분에
투자되어 종국에는 경제위기의 불씨를 제공하는 셈이 되었다. 따라서 아
세안 국가들은 내부적으로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과도한 단기외채
의 비생산부분의 투자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
다.18) 또한 미성숙한 국내 금융·자본시장은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아
낼 재간이 없었다.
1997년 중반에 태국 바트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은 국제투기자본의
대공세로 인한 것으로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을 무너뜨
리고 종국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시장 참
가자들 모두를 공포로 몰아가게 하였다. 태국 바트화 가치의 폭락하면서
연이어 인도네시아의 루피화의 가치도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점으
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의 화폐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한
국, 홍콩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면서 마침내 동아시아 전체로 퍼지게 되었
18) 박재봉,「아시아 경제위기와 ASEAN 경제외교의 변화」, 동남아연구 20권 1호
(2010),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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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위기의 이러한 확산 및 전염성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위기의
식을 양산하였으며 경제적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싹틔움과 동시에 협력
의 단초로 작동하게 하였다.1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IMF나 세계은행
(World Bank), WTO등 국제기구들이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를 고려
하지 않는 무분별한 경제개발정책의 남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한 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중반까지 아세안 국가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
계경제발전국가의 중심지역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은 싼 인건비와 생산물가로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의 해외생산기지 역
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렇지만
1997년 중반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
가들의 경제성장 동력을 초토화시키며 경제 뿐 아니라 국내 사회·정치적
으로도 큰 파장을 야기하였다.
아세안 국가들 중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경제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사회정치적 위기를 겪어야 했다. 국제투기자본
의 공격에 각국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하였으나 외환보유의 부족으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이 고갈되었고 이로 인해 화폐 가치는 폭락하게
되었다. 화폐가치의 폭락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가격인상으로 이
어졌으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
는 아세안 국가의 내부 사회에 큰 정치적 위기를 야기하였다. 태국과 인
도네시아는 IMF의 구제조치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었고 말
레이시아의 경우 정부 내각 내 급격한 정치적 충돌을 야기하였다.20)
정치적 파장은 각국의 사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충분히 위협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IMF의 구제금융이 제시한 전
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한 국내개혁으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상황
이 악화되면서 인종 및 계층 간의 대립을 증폭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
이 폭발되면서 자카르타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19) 양승윤,황규희,『동남아-중국관계론』,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2003), pp.5-40
20) 박재봉, 2010,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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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1998년 5월에 수하르토가 퇴임하는 등의 정권교체 뿐 아니
라 이러한 폭동으로 1000명 이상의 희생자와 대규모의 경제손실을 입어야
했다.21) 태국 또한 정권교체를 겪어야 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내각 안
에 IMF의 구제금융안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마하티르 수상과 찬성하는 안
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부수상간의 정치적 충돌로 정부 내 반목이
극심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파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에게 국제투기자본 등 서구선진금융질서에 대한 큰 반감과 함께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1997년 12월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개
최된 아세안 국가들의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보면22) 아세안
정상들이 IMF의 개선안을 수용하고 지지하였으나 결국 아세안 국가들의
대내외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을 지적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는 IMF에게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은 특히 IMF의 의사결정구조의 형평성이나 여신지
원능력에 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고23) 이는 자국의 경제안보를 더 이상
미국이나 IMF가 제시하는 글로벌 금융거버넌스에 의해 온전하게 맡길 수
없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국 뿐 아니라 지역 내 경
제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 불신의 근간은 외환위기 당시 IMF가 제공한 자금의 규모와 공평
하지 못한 처우에 있었다.24). 당시 IMF가 제공한 자금의 규모는 태국, 인
도네시아, 한국 3국이 지원받은 자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바로
동아시아가 IMF 이사회에서 과소대표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아시
21) Tadjoeddin, mohammad Zulfan,“Anatomy of Social Violence in the Context of
Transition: The Case of Indonesia”,Jakarta:UNSFIR Working Paper 02/01-E,2002
22) Joint Statement of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on the Financial Situation Kuala Lumpur, Malaysia, 15 December 1997 부
록 ①번 참조.
23) William W. Grimes “The future of regional liquidity arrangements in 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24, No.3, 2011(a),pp.291-310
24) William W. Grimes,“The Asian Monetary Fund Reborn?:Implication of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ia Policy 11, 2011(b),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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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세계 GDP의 20%가 넘는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IMF의 쿼터
지분은 12.28%에 불과하였기에 이사회에서의 발언권이나 투표권행사는 극
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기에 대한 처방전으로 IMF가 제시한 긴급구제금융의 정책이
행조건(conditionality)는 위기 발생국이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가혹한 개혁
안으로 단기간 내의 과도한 긴축정책과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IMF의 정책 패키지의 무리한 이행요구는 위기발생국에게 위기의
해결보다 위기 발생국의 엄청난 희생을 양산함과 함께 위기를 더욱 악화
시켰다는 평가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 아세안 국가들의 IMF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게 되었다.25)
이러한 이유로 위기 발생초기에 IMF는 자금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처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불공평하다는 인식과 동시에 ‘자조’의 원칙에 따라 위기를 해결해야한
다는 의식을 심화시키게 되고 자국의 경제 안보에 위협을 느낀 아세안 각
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모색하기 이른
다.26)
이러한 인식아래 형성된 것이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3체제 아
래 CMI를 구축한 것이다. CMI의 형성이전, 1998년 일본의 미야자와 재무
장관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공동으로 통화방어용 기금을 조성하고자 미야
자와 플랜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반발과 미국 및 IMF의 견제아래
좌절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제고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에게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미국의 염려와 일본에게 주
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중국의 우려에서 비롯된 실패였다.27)
25) 최원기, 「최근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와 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
26) William W. Grimes 2011(a),pp.291-310 2011(b),pp.79-104: Paul Bowles, “Asia’s
post-crisis regionalism: bringing the state back in, keeping the states ou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9,No.2(2002) pp.236-256
27) William W. Grimes, “Japan confronts the global economic crisis.”, Asia Pacific

Review. Vol.16,No.2, 2009(a),pp.188-200; William W. Grimes, “Currency and
Contest in East Asia: the great power politics of financial reg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b)),pp.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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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경험들은 강대국에 의해 자국의 경제안보가 휘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계심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아세안 내 아세안의 방식으로 지역협력을 이끌어가자는 합의를
더욱 구축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아세안중심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
들게 되었다. 당시 아세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랜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은 늘 강대국에 의해 자국의 안보가 휘둘리게 되는 풍전등화(風前燈
火) 같은 형국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 의한 식민시기의 경험을 거쳐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경쟁사이의
항시 긴장하는 기간을 지나왔다. 마침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패권국인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시기에 벌어진 동아시
아의 외환위기의 발발과 해결의 과정에서 느낀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은
10개의 국가를 더욱 하나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이 속에 뛰어들게 만들 수
밖에 없던 큰 추동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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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의 국제정치적 성격과 이론적 고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냉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행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태로 작동되었던 전통
적 국제정치의 거버넌스의 플랫폼을 서서히 변화시키며 국제관계의 메커
니즘을 더욱 복잡한 형태로 만들었다. 지역화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형태
를 잘 담아내는 현상으로 지역정치차원에서 연합하여 초국가적 단위체 혹
은 정부 간의 협의체의 형태로서 근대 국가의 주권 및 영토적 속성을 넘
어선 하나의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협력체들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차원에서 통합되고 있는 지역화의 좋은 사례로서 유럽
연합과 아세안을 꼽을 수 있는데 유럽연합을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이해하
고자 하는 학계의 노력이 뜨거운 반면 아세안은 유럽연합에 비해 내부 통
합의 수준이나 국제정치에 행사하는 영향력 제고 측면에 있어서 미흡하다
는 비판과 함께 최근 들어 회원국들 간의 긴장과 격차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한 성공적인 개발도상국의 지역모델로 평가받고 있다28).
그러나 아세안은 유럽연합과는 대조적으로 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
의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학계의 비판을 받
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세안이 갖고 있는 속성의 특징에 기인한다.
즉, 유럽연합은 법적 힘을 가지는 협정을 통하여 연합과 회원국의 관계
및 회원국 간의 협력활동을 유지하는 반면 아세안은 회원국 간의 국가주
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내정불간섭의 원칙, 비공식적 외교,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등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 총칭되는 방법으로, 하나의 지
역 협력체로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이해를 통해 협력
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세안중심성
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아세안을 먼저 정의
28) Dosch,Jorn and Mols Manfred,‘Thirty years of ASEAN: achievements and
challenges’,the Pacific Review Vol.11, No.2(1998),pp 1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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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1967년 출범된 이래 아세안의 안과 밖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느슨한 형태의 국가의 연합으로 정부 간 협의체 형
태의 국제행위자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은 회원국 각자의 주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협력 위주의 지역협력체로서 구조적으로 느슨하게 연
결되어 있으나 융통성을 가지며 조직적으로 복잡하고 분권화된 형태를 유
지하고 있다29). 따라서 아세안은 통일된 하나의 국제행위자로서 인식되기
보다 10개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형성된 정치조직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아세안이 대내·외로 쳐나가는 네트워크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
(entity)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아메바와 같은 존재로 액터 네트워크(Actor
network)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아세안을 하나의 국제정치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아세안은 그 고유의 아세안방식(ASEAN Way)라는
특성으로 인해 유럽연합과 같은 메타거버넌스의 성격을 지닌 행위자로 규
정할 수 도 없으며 또한 연합 내부의 완벽한 통합과 개별 국가의 주권이
양으로 이루어진 통일된 하나의 국제정치행위자로 판단하여 아세안의 외
교 및 행태적 역량을 분석하기에는 아세안 연합의 작동 메커니즘이나 내
부 동학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아세안의 국제정치적 성격은 국
력이나 외교력 면에서는 강대국의 반열에는 오를 수 없지만 10개의 개별
국가가 연합하여 집합권력을 행사하는 국제정치행위자, 즉 네트워크 국가
로서 아세안이 선보이는 외교활동이 중견국가가 선보이는 미들파워 외교
의 측면을 갖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 설명해야한다.
중견국가 이론은 1990년대 이후, 국력이나 외교력 면에서 강대국보
다 약하지만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할 의지와 정체성을 보이는 중견국
가들이 지역차원에서 강대국들이 소홀해하는 구조적 공백을 발견하고 자
신들만의 외교적 틈새를 찾는 경향과 현상이 나타나며 발전하게 되었
다30). 이후, 이러한 논의에서 발전되어 중견국가 이론은 중견국가의 물질
29) 박광섭, 이요한,『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도서출판 대경, 2008), pp16-55
30)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 Australi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S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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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별적 속성만으로 중견국가의 외교행태를 접근할 때 설명하지 못하
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중견국가가 어떠한 환경에서 그 속성을 발
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휘하는지의 측면에서 중견국가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31). 다시 말해 중견국가를 정의하고 규명하는 개별국가의
속성 뿐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하고 동시에 정의하며 활동하게 해
주는 구조적 환경을 고려하고 그 환경아래 다른 국가나 행위자들과의 관
계 및 전체 구조상에서의 그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견국가이론의 측면에서 아세안은 개별 국가가 아닌 10개
국가의 합으로 국제정치상에서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 및 구조를 잘 이해
하고 이 속에서 빈틈을 발견하여 다른 국제정치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전체 구조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미들파워를
행사하고자 하는 중견국가의 형태로서 국제정치상의 하나의 행위자로 인
식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은 개별 국가가 아닌 10개 국가의 합, 즉 정부 간 네트
워크 협력체의 형태로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국가의 형태를 추구한다.
아세안은 기존의 국제정치를 행위 하는 단위로서 국가차원(nation state)을
넘어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즉 국가라는 노드
(node)들이 상호연결 되어 있는 집합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32). 그러나 기존의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
의들이 유럽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있기에 이러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네트워크 국가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개념화한 김상배의 네트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Niche Diplomacy:
Middle Power after the Cold War, (London: Macmillan Press, 1997)
31) 김상배.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파주: 한울. 2011):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
전』,(파주: 한울.2014(a)): 김상배편,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사회평론,
2014(b))
32)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주요논의는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의 네트워크사회
와 국가에 대한 글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유럽연합의 경험을 바탕으
로 설명되었기에 주권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아세안과 다소 맞지 않는 설명력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국가의 속성에서 그 개념을 좀 더 다양화하여 설명한
김상배의 네트워크 국가의 개념을 통해 아세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30 -

워크 국가 개념을 원용하여 아세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네트워크 국가는 정부 간 네트워크형태 혹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 지역차원에서 형성되는 지역통합체형태 등 다양
한 형태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김상배는33) 네트워크
국가는 개별단위였던 노드 단위의 국가가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침투하여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가진 시스템이라 설명하며 이러
한 네트워크 국가는 안과 밖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대하여 부단히 변환해
가는 ‘자기조직국가(self-organizing state)’의 형태를 띤다고 설명하였
다. 이를 아세안에 적용시켜 설명하면 아세안은 10개의 국가라는 노드들
이 상호 연결되어 개별 노드 단위였던 국가들이 안과 밖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시 10개의 개별 국가들의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네트워크 국가의 한 유형이라
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축적되는 네트워킹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은 동아시
아 지역협력을 도모하는데 있어 하나의 정치행위의 단위체인 네트워크 국
가로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이 다른 대외
파트너와의 관계를 수행할 때 형성되는 구조, 즉 세계화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투영되어 형성된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틀 아
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아세
안 국가들의 외부위협에 대처하는 자체적인 대안적 모색이라 할 수 있다.

33) 김상배·하영선 편,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네트워크 지식국가』,(을유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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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중심성의 배경 및 적용

앞서 아세안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질서에서 왜 주도자가 되어 나
설 수밖에 없었는지의 요인인 국제금융통화질서의 균열의 과정과 강대국
간의 미묘한 경쟁에 기인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
내 금융통화협력의 제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방식(ASEAN
Way)을 고집하고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꾸준하게 관철시켰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 국가의 형태로 발전해나간
아세안이 전략차원에서 이러한 행동과 결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아
세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관념과 정체성, 제도와 같은 속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강대국의 용인 하에 주도적인 역할이 주어졌다고만 가정하
기에는 제도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과정이 비약적으로 아세
안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더 나아가 전략적 축의 역할로서 중심점이
되었던 아세안이 갖는 개별행위자의 외교 전략과 실력이 주변 강대국에게
분명 영향을 미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아세안의 외교실력이 주변 강대국에게 미쳤던 영
향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본문 4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구조적 배경과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의 네트워
크상에서 개별행위자로서의 아세안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중심성은 그 개념과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혹자는 아세안중심성을 강대국의 행동, 이익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상의 물질적이고 관념적 차원의 요소들을 건설하는 위
치에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진영에서는 아세안중심성을 단순히 강대
국에 의해 주어진 운전자석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
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양극을 오고가는
평가는 아세안중심성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존재한다.
2008년 아세안은 아세안헌장을 통해 아세안중심성에 대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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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밝혔다.

To maintain the centrality and proactive role of ASEAN as the primary
driving force in its relations and cooperation with its external partners in
a regional architecture that is open, transparent and inclusive.
아세안헌장에서 밝히고 있는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이 외부의 국가
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하는 주된 원칙이자 추진력을 뜻한다. 그러나
아세안 스스로도 아세안중심성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설립 이래 아세안 국가가 외
부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마다 아세안중심성을 강조하며 그 개념을 구
체화해왔다. 이에 대해 페트리와 플러머 (Peter A.Petri and Michael G.
Plummer)는34) 아세안중심성을 내부중심성(internal centrality)과 외부 중심
성(external centralit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내부중심성은 아세안 내
부 통합의 문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연결되며 외부중심성은 아세안 각
회원국이 개별 경제적,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으로
주로 외부 파트너와의 지속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 각 회원국에게 있어 아세안
내·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주된 추진력이자 중심원칙인 것
이다.
아세안 헌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국가들이 외
부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원칙이자 목적이
다.35) 그렇다면 아세안이 아세안의 방식, 즉 아세안중심성을 추진하여 얻
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아세안은 국가의 대외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사하여 아세안중심성이라는 원칙아래 결
과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원국 개별의 국익달

34)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US
Economic relationship, (East-West Center,2013),pp15-25
35)http://www.asean.org/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최종검색일(2015.3.16.)
Asean Charter, Article 1, Paragraph 15 참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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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주권을 수호하였으며 더 나아가 아세안 내부의 통합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아세안 공동체의 단합과 발전을 이루었다36). 아세안 방식의 유지
는 다양한 방면에서 격차가 크고 이질성이 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발전의 원동력이자 원천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강대
국의 독점적 지배나 간섭에 의해 아세안 국가들이 귀속되는 것을 예방하
며 제도의 구축과정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모
색할 수 있었다. 또한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을 통해 완화된 내적 갈등
및 내부통합문제의 완화로 인해 대외 협상의 측면에서 아세안이라는 다자
주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상연합의 형태로 대외 협상력 제고의 원천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 국가들이 처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원심력, 즉 아세안 내부의 분열
(division)을 해소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추진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때론 구심력, 다시 말해 대외협상의 측면에 있어 하나의 협상연합의 형태
로 아세안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회원국 각 개별 국가의 국익 및 주권
수호에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내부중심성 즉,
아세안 내부의 통합문제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결국 외부중심성에도 문제
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의 중심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을 통일되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추
구하지 않고 시기와 분야, 이슈에 따라 아세안중심성을 때론 강화하거나
혹은 약화하며 동전의 양면처럼 내부중심성과 외부중심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모습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논의는 아세안중심성을 어떻게 평
가해야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중심성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조작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아세안중심성의 동
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세안중심성은 행태적 역량 차원에서 분야와 시기, 그리고 이슈에
36)http://www.asean.org/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최종검색일(2015.3.16.)
Asean Charter, Article 2, 2항 참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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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아세안이 조금씩 강조하고 추구하는바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세안의 행동은 외부위협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세
안이 그들의 아세안중심성을 작동하는 방식, 즉 어떠한 상황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작동되는가에 대해 위협균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외부의 잠재
적 위협의 상황에 직면하거나 혹은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외부
중심성이 발동되고 위협의 정도가 감소되거나 해소되는 국면, 혹은 위협
의 정도를 잘 모르는 국면에서는 내부통합의 문제, 다시 말해 내부중심성
이 작동되었다.
금융통화협력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세안국가들은 꾸준하게 그리
고 집요하게 아세안중심성을 관철시켰다. 비단 제도의 결과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삼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하여 대외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위기시의 유동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경제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 즉 아세
안 국가들 간의 발달격차에 따른 심각한 내적갈등 및 통합문제를 완화시
키는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아세안이 느꼈
던 위협과 주변국과의 변화되는 관계 속에서 아세안이 주도하였던 동아시
아 금융통화협력의 면모를 살피면서 아세안의 속성이 어떻게 아세안중심
성으로 관철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하는 국제환경 아래에서
아세안이 어떠한 아세안중심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는지를 내부중심성 및
외부중심성의 측면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10개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형성된 정치조직체로 이를 유
지하고 지켜나가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아세안은 1967년 아세안의 설
립 이래로 꾸준히 회원국 간의 다양한 회의를 통해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아세안의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관은 아세안 정상회담(the
ASEAN Summit)으로 1년에 2번씩 실시되고 있다37). 또한 정상급 회의 외
에 각종 각료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아세안의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담당하는 아세안외
무장관회담(ASEAN Foreign Ministerial Meeting:AMM), 그 외 회원국 간의
37)http://www.asean.org/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최종검색일(2015.3.16.)
Asean Charter, Article 7, 아세안정상회의에 대한 부분 참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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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매 2-3회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경제장관회
담(ASEAN Economic Ministerial Meeting:AEM)등 각종 각료회의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각국 외무부내에 설치된 아세안 담당국이 있다38). 이와 같
은 아세안의 모든 조직들을 조정하고 정책입안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중심적 행정 조직으로 사무국이 존재하며 사무총장은 모든 아세안관
련회의에 출석하여 아세안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39)
그렇다면 아세안 조직구조, 즉 제도의 속성이 금융통화협력의 제도
를 구축하는데 있어 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까. 아세안 조직구조의 특징
을 살펴보면 10개의 회원국 간에 개최되는 정부와 정부, 부처와 부처, 그
외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활동을 통한 각종 회의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사무총장에게 수행하게 하고 사무국에 그 권한을 두었다40). 이러
한 아세안의 조직구조의 특징은 역내 금융통화협력제도의 형성에 있어 가
장 중요한 APT의 회의를 구성하는데 있어 의제 및 안건을 상정하고 조정
및 감독하는 역할을 의장국과 의장에게 부여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다
시 말해 제도의 설립에 있어 훨씬 발달된 일본, 한국, 중국보다 아세안의
조직을 구성하는 제도를 삼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행태적 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PT는 연 3회 개최되는 차관회의 및 수시로 개최되는 3개 실무협
의그룹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금융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41). 공동의장국, 즉 한중일 중 1개국과 아세안중 1개
국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연 2회 개최되는 비공식 차관회의와 3대 금융
협력분야 실무회의를 주관하며 3대 실무그룹은 위기 시 상호자금 지원체
계, 역내의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선순환, 상호경험 공유 및 민관
연구협력으로 이루어져있다.42)

38)http://www.asean.org/asean/about-asean:최종검색일(2015.5.6.)
39) 변창구,『아세안 운영체제론』,(대왕사,2002),pp24-48:박광섭, 이요한,2008,pp16-55
40)http://www.asean.org/asean/about-asean:최종검색일(2015.5.6.)
41)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최종검색일(2015.5.16.)
42) 최원기, 「최근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와 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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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국으로 아세안이 언제나 위치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국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의장국가에게 회의의 안
건을 상정하고 조정 및 감독하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
의장국으로 언제나 아세안 국가들 중 한 국가가 의장국으로 존재하는
APT체제의 구성은 아세안이 금융통화협력의 삼국과 아세안간의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전략적 축(pivot)이자 중심점으로 자리매김하여
다른 국가를 조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섭의 지렛대 역할을 함과 동시
에 자국의 이익권으로 상대를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
었다. 다시 말해 APT체제안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을 추구함으로써
제도화된 구성방식으로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의제설정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의 제도적 속성과 아세안중심성이 연결되어 행태적
차원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을 통해 금융통화협력의 분야에서 첫째,
제도화된

구성방식으로서

포럼제공의

기능

둘째,

의제설정권(agenda

setting power) 셋째, 중개자의 역할 넷째, 금융통화협력의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금융통화협력 질서를 구축하는 설계자이자 주도적인 파트너의 역
할(leading partner)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문 3장과 4장을 통해 아세
안이 외부환경에 노출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위협에 따라 다르게 추구하였
던 아세안중심성을 행태적 차원에서의 네 가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를 통해 아세안중심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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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특징

그렇다면 위와 같이 구성된 APT체제의 정책결정과정은 무엇일까.
APT체제는 아세안의 의사결정과정을 도입하여 아세안 방식에 따라 중요
한 의제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정체성으로 인식되
는 아세안 방식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 헌장(2008)의 서문에서 아세안은 ‘하나의 비젼, 하나의 정
체성, 하나의 공동체(One Vision, One Identity, One Caring and Sharing
Community)’에 의해 고무되는 조직체로 설명되고 있다43). 아세안은 하나
의 아세안을 위하여 자신들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정체성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불간섭주의와 합의중심주의로 설
명되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다.44)
아세안 방식은 아세안이 견지해온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비공식적 사적 유대관계를 통한 독특한 문제해결방식이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45). 아세안 방식의 개념은 동남아 국가들 내의 갈등처리
와 신뢰구축 방식, 정책결정절차, 정체성 형성의 과정 등 다양하게 이루
어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아세안 방식의 개념의 다양한
특징 중 몇 가지는 금융통화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아세안이 형
성하고 맺었던 삼국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위협균형론의 시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장 먼저 CMIM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협력체로 작동하는 아세안
+3체제를 만들게 한 아세안의 속성은 ‘네트워크의 확대성향’이다. 다시
말해 아세안의 그러한 속성은 대외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세안에게 현
43)http://www.asean.org/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최종검색일(2015.5.6.)
38)http://www.asean.org/resources/2012-02-10-08-47-56/speeches-statements-of-the-for
mer-secretaries-general-of-asean/item/the-asean-way-and-the-rule-of-law:최종검색
일(2015.5.6.)
45)http://www.asean.org/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최종검색일(2015.3.16.)
Asean Charter, Article 20,22,23, 아세안의 의사결정방식 및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부분 참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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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혹은 잠재적으로 미래에 닥치게 되는 위협과 도전에 대한 아세안의 해
결방식을 의미한다46).
아세안은 1967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구성되어 처음 출범한 이후로 1999년 캄보디아의 10번째 회원국으로의 승
인이 있기까지 꾸준히 회원국을 확대해왔다. 회원국을 확대하는 과정 속
에서 아세안은 역내 힘 있는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
부터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한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나라를 포함하는 조직
으로 성장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1995년 베트남의 가입을 통해 지역협력체
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결정, 즉 당시 설립회원국들과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여년에 걸쳐 나타난 아세안의 이러한 내부 네트워크의 확대 성향
에

대해

1994년

말레이시아의

바카르 외교장관은(Dato’Abang

Abu

Bakar) 아세안의 내부와 외부 지역적 동학에서 야기되는 모든 도전과 다
가올 미래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자세이자 위치로서 아세안에게 꼭 필요
한 것이라 말하였는데47)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 아래 회원국에게
직면하게 될 다가올 위협과 도전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48). 아세안의 이러한 인식은 다가올 위협에 대해 아세안이 네트워
크의 확대를 통해 아세안국가들이 직면하게 될 위협에 대처한다는 속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아세안의 위협에 대처하는 속성, 즉 네트워크의 확대라는 제
휴, 동맹의 과정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직면하게 될 위협에 대처하는
속성이 아세안+3체제에 반영 된 것이다. APT는 아세안이 아세안+3회의로
의 외연확장을 통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동
아시아’라는 지역적 개념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구체화시키자는 제안을
선도한 것이며 이는 곧 동남아시아가 위협에 대처하는 속성의 측면이 동
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다.
46) 변창구,2002,pp41-60
47) Balakrishnan .K.S,‘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an expanding
ASEAN’,ASEAN-ISIS Monitor No.10(1995),pp1-3
48) Herman Joseph S. Kraft,“ASEAN and intra-ASEAN relations:weathering the
storm?”, the Pacific Review, Vol.13 No.3(2000),pp4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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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아세안 방식의 특징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의 메카니즘, 즉 합의중심주의이다49). 무사와라(musyawarah)와 무아파캇
(muafakat)은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는 뜻으로 아세안의 의사결정과정의
개념을 지칭한다. 무사와라의 과정은 회원국 모두로 하여금 공통의 행동
이나 입장을 수용하게 이끄는데 다양한 입장의 차이와 이익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조언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
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사결정의 메카니즘을 넘어서 다양한 이익을
수용하고 조율하며 회원국들 간의 신뢰구축의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하나
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이 의사결정시스템은 대화,
합의 공동의 세 기본원칙에 의해 회원국 전원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
화를 통해 논의하는 것을 지향한다.50) 만장일치제는 CMIM제도를 형성하
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이자 의사결정의 메카니즘으로 아세안의
방식이 본 제도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아세안의 합의중심주의 방식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의 다양한 입장 차이와 이익을 인식하고 각 국가에게 조언하고 의견을 조
율하며 신뢰구축을 이끌어냈던 아세안의 외교방식이자 실력이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방식이 갖고 있는 분쟁해결의 방식이다51). 아세
안 국가의 분쟁해결방식은 고유의 집합적 정체성, 신념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의

대부분의

정치사회문화는

탈식민지의 경험을 거쳐 후견네트워크

(patronage network)의 기초아래 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운영되는 관료
주의 정치로 이전되었고 이것이 비공식적 사적 유대관계를 통한 정치문화
를 제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은 아세안의 분
쟁해결 방식을 비공식적이며 사적이고 대치되지 않는(non confrontational
style) 유형이 되게 하였다52).
49)http://www.asean.org/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최종검색일(2015.3.16.)
Asean Charter, Article 20, 아세안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부분 참조(2008)
50) Kraft,2000,pp.453-472
51)http://www.asean.org/archive/publications/ASEAN-Charter.pdf:최종검색일(2015.3.16.)
Asean Charter, Article 22,23 아세안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부분 참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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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 해결 방식은 아세안이 역내 금융통화협력제도의 형성
및 구축에 있어 한·중·일 삼국을 조율하는데 있어 비공식적이고 양자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형성된 아세안+1이라는 사전 회의라는 단계를 통해
미리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구축에 위협이 될 요소를 제거
함으로써 이들 관계를 통해 얻게 된 비대칭적 정보를 보유하여 중심점
(pivot)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어느 한 국가와도 대치되지 않는 분쟁 해결의 방식은 삼국의 어느
국가에게도 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중심에서 중간자적인 중개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의 역사의 과정
에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3체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
무리 아세안이 뛰어난 외교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IMF와
같은 국제제도만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힘의 배분이 제도의 향방을 결정하
는 것을 볼 때 힘에 있어서 아세안에 비해 압도적인 중국과 일본이 굳이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협력제도를 구축해나가는 것과 결과에 있어 많은
것을 양보하는 형태를 구성할 필요는 없었다. 또한 아세안+3체제에서 논
의되는 정치·군사 협력의 영역과는 달리 경제협력, 특히나 경제협력의
한 부분인 금융 및 통화협력의 분야에서 아세안중심성을 주장하기엔 아세
안의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의 금융 수준은 중국, 일본 그리
고 한국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고 낙후되어있었다53).
따라서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국제정치상에 개별행위자 수준의 변수
52) 변창구,2002,pp41-60
53) 전(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이자 현(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인 이선진은
2015년 5월 15일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통화협력에서 아세안중심성이 드러
났던 부분을 금융통화협력의 분야에서만의 이야기로 단독적으로 봐야할 것이 아닌
경제협력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아세안의 위치에서부터 아세
안중심성을 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금융통화협력에서 아세안중심성
이 발현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통화분야에서 금융시스템이나 자본력, 사회전반에
걸친 인프라 등이 절대적으로 약소국인 아세안이 금융통화분야에 있어 매우 발달
한 일본,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을 상대로 아세안중심성
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세안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기 전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아세안중심성 형성의
국제환경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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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국제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중일 경쟁구도에 대
한 면밀한 고찰을 통한 아세안중심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아세안중심성의 원인을 단순하
게 중일간의 과도한 경쟁이 낳은 협력실패로 인한 것만으로 치부하는 것
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으며 구조적 변수로만 구체적 결과를 설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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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아세안중심성 형성의 국제환경적 요인

1절. 아세안중심성 형성단계:

제 1차 아세안+3 정상회의부터

제 3차 아세안+3 정상회의까지

1997년 아세안의 초대로 한국, 중국, 일본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
푸르에서 모여 동아시아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삼
국과의 회담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내부와 외부에
닥친 모든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기 시
작하였다. 1997년 12월 14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서 아세안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ASEAN Vision 202054)을 발표하며 아세
안 국가들이 21세기로 나아가는 비젼과 행동방향에 대해 선언하였다. 이
것을 통해 아세안은 갈등이나 분쟁이 제거된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남아시
아를 추구할 것을 다짐하며 아세안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축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밝히고 있다.

We see an outward-looking ASEAN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fora,

and

advancing

ASEAN's

common

interests.

We

envision ASEAN having an intensified relationship with its Dialogue
Partners and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based on equal partnership and
mutual respect.
ASEAN Vision 2020은 아세안중심성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아세안+3체제를 구축하기에 앞서 아세안이 내부적으
로 자신들의 역할을 전략적 축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정하
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뛰어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54) ASEAN Vision 2020 부록 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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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화당사자(Dialogue Partners)와의 강화된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세안의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헌에서 대화당사자라는 단어는 아세안이 동맹파
트너로서 누구와 함께 나아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문구이다. 특
히 1994년 7월 태국에서 열린 제 1차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이하 ARF)에서 중국의 대표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관이 협상당
사자의 자격으로 참가했었던 것을 고려할 때55) 199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의 이 선언은 아세안이 1997년 ASEAN Vision 2020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를 개선하고 그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ASEAN Vision 2020에서 밝히고 있는 아세안국가의 목표, 즉
동남아시아를 평화, 자유, 그리고 중립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를 미국이 아닌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 함께 도모하
고자 했던 것이다. 이미 아세안은 아세안의 위기를 미국과 서구선진금융
질서에 의해 해결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자국의 경제위
기가 정치와 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위기로 파급되었음에도 무관심한
미국과 서구금융질서에 큰 불신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스스
로의 노력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아세안에게 닥치는 외부적 위협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중국을 대화당사자로 끌어들이되 중
국과 아세안과의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일본과 한국을 함께 대
화당사자로 구성하였다.
아세안에게 중국과의 제휴는 절대적인 하드파워를 가진 중국에게
훗날 내정간섭, 영토분쟁등 힘과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고 회피(hedge)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과의

55)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ASEAN+1체제 출범하면서 제1차 중-아세안 정상회담
이 열리게 되었다. 이때 아세안은 중국과 높은 수준의 대화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
하고 교환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증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중
국이 대화당사자의 지위로 격상함과 동시에 ASEAN+3의 체제에 중국을 끌어들임으
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Joint Statement of the
Meeting of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uala Lumpur,Malaysia,16 December
1997 부록 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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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관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자신들이 그 가운데 전략의 축이
자 중요한 교섭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일본과 한국과
제휴하며 양국 정부와 가능한 모든 레벨에서의 대화 및 교류를 강화하고
파트너쉽을 발전시킬 것을 체결하고 삼국 모두에게 ASEAN Vision 2020을
전폭 지원할 것을 약속받았다56). 아세안은 말레이시아에서의 아세안+1 체
제를 출범시키며 아세안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전략적 축이자 중추적인
역할, 즉 아세안중심성의 형성에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였다.
이와 같은 아세안의 노력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작되었다. 냉
전 후 미국은 단극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의 지위
를 누리게 되었다. 비단 하드파워적인 측면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측면
에 있어서도 세계의 많은 국가가 미국이 전파하는 논리와 질서에 수긍하
였고 동아시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도 미국이
자신들이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담보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그러한 믿음은 곧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
는 불신으로 바뀌게 되었다57).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안보와 국제경제체제의 변화는
미국과 유럽의 배타적인 불록화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급격히 감소한 안보적 위협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심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불어 닥친 경제위
기에 미국이 시혜적 차원에서 호의를 베풀어 아시아의 위기를 구원해 줄
동인은 없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56) Joint Statement of the Meeting of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Kuala Lumpur, Malaysia,16
December 1997 부록 ⑤ 참조, Joint Statement of the Meeting of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 Kuala Lumpur, Malaysia,16 December 1997 부록 ⑥ 참조
57)"TOWARDS A TRUE ASEAN COMMUNITY", Keynote Address of H.E. JOSEPH
EJERCITO ESTRADA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t the Opening
Ceremonies of the 31st ASEAN Ministerial Meeting 24 July 1998, Manila 참조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political-security-community/item/towards-a-tru
e-asean-community-24-july-1998-manila:최종검색일(2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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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과 영국 등 서구세계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원요청을 대부
분 거절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아세안은 자국의 경제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협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나름
덩치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움직이
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정부지도자와 학자들이 국제투기 자본의 공격에
대항할 아세안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힘과 자원으로 형성되어있는 새
로운 국제금융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논의는 1999
년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특별아세안재무장관회의에서 장관들 간에 국제
금융체제 개혁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공감을 끌어냈다.58)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 IMF를 대체할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 Monetary Fund)설립의
공감대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IMF의 반대로 AMF의 설립안은 좌초되고 말았다.59) 미국은 자국의 핵심적
이익인 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제고의 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 혹은 그
외의 국가에게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의 금융통화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가로서의 영향력 제고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으로 미국 및 서구선진국가를 필두로 하는 국제금융기구, 즉
IMF를 배제하는 계획에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제도
의 설립에 있어 IMF와의 연계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등 자국을 배제한 제
도의 구성이나 협력의 모습에 경계를 하게 되었다60).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1997년 11월 개최된 APEC회의에서도 고스란
58)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Special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25
November 1999, Manila Philippines 부록 ② 참조
59) Mauzy and Job, Brian L, “U.S Policy on Southeast Asia: Limited Re-engagement
after Years of Benign Neglect”, Asian Survey, Vol.47,No.4(2007),pp.622-641
60) 1998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미국과 아세안간의 회담
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공동성명을 통해 아세안이 추구하는 금융통화체제의 개혁
에 IMF, World Bank가 핵심적인 역할(central role), 중요한 역할(important role)울
담당해야하는 핵심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united-states/item/press-statement-14th-us
-asean-dialogue-manila-philippines-may-23-241998: 최종검색일(2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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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드러났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게 불어 닥친 경제
위기를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APEC에서 해결해줄 것
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개최된 APEC
캐나다 연례정상회의에서 미국은 경제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주요의제로
상정하여 자국 금융기업들의 핵심이익을 보호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동아
시아 경제위기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지도 못하였다. 즉, APEC은 동아시
아의 위기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해결해 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선진금융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급
급했던 것이다. APEC과 IMF등의 시각은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서구선
진국가들의 입장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안보가 풍전등화의 상
황에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야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에 동
남아시아 국가들은 심한 배신감과 더불어 자국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위협
의식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세안은 어떻게 중국을 아세안+3체제 안으로 끌어올 수 있었을까.
또한 왜 미국은 미국을 배제한 아세안+3체제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적인 반대를 하지 못했던 것일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융 및 통화 질서
의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국의 영향력 제고의 측면이나 국가의
핵심이익의 측면에서 그다지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적
으로 중국이 성장함과 더불어 놀랍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점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은 냉전시절 필리핀 슈빅(subic)만 해군기지와 다낭(Da Nang)공군기지
로 세력균형을 이루다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철수하면서 힘의 공백이 발
생했고 이를 틈타 지역 내 세력 확장 및 영향력 제고를 추구하던 중국의
공세적 전략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고 지역
내 미국주도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여 아세안국가들이 친(親)중국 동
맹체를 형성하고 반(反)미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반대하
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아세안을 중심으
로 하는 협력, 즉 아세안+3체제에 대해 동조하며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
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아세안은 미국의 입장변화에 따른 중국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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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시기

미국은

1995년

2월

‘동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

(Security Strategy for East Asia-Pacific Region)’을 발표하며 종전의 미
군축소계획을 철회하고 10만 명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베트남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내
세우기 시작하였다61). 이와 같은 미국의 압박은 중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
안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주도권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관계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위기인식은 1996
년 일본을 방문하였던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관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
太郞) 일본 총리와 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
론에 대한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관은 이
날 회담을 통해 “빌클링턴 미국 대통령의 방일이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희망한다”며 중국을 겨낭한 미
일의 안보협력 강화움직임을 강력하게 견제했다.62)
아세안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이념분쟁으로 인해 대립의
시기를 겪었다. 냉전시기의 긴장은 분명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세안은 중국 공산세력의
남진정책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떨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중국
에 대한 위협인식은 중국이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발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속화되는 군비증강
의 양태가 국지적인 병력충돌로 발생하는 것을 경험함과 더불어 더욱 증
폭되었다.63) 중국과 아세안의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경험들은 동남아
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에게 ‘중국위협론’을 파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팽창은 중국위협론, 즉 중국의 경제발전이 군사증강
을 초래하고 이것이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타국들의 인식적 경향을 확대시키기에 중국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에게 1997년 동아
61) 유현정,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對(대)아세안(ASEAN) 안보정책과 향후 전망」, 세
종연구소(2013), pp.13-20
62) 1996.4.2. 한겨레
63) Mauzy and Job, 2007, pp.6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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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외환위기는 자국의 입지를 지역 내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
용하였다. 1998년 3월 19일 중국의 당시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폐막 이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은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밝히면서 “위안화를 평
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에도 관계된다”고 밝혔다64).이와 같은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역외 선진 국가를 필두로 하는 IMF등의 글로
벌 금융질서나 제도의 입장과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호의적으로 경제위기
의 해결에 나서고자 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직면한 중국위협론을 와
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1998년 2월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이었던 츠하오텐(遲浩田)중국 국방부장관은 서방 학계와 언
론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을 강력히 반박하며 “중
국은 강대국이 되더라도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를 침
략하거나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 학계 및 언론계에서 제
기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는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65) 아세안은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포착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활용하고
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중국 지도층의 태도는 아세안의 원조요청에 적극적인 행동
을 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먼저 위기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에
게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우선 위기의 진원지인 태국에 1997년 8월
에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고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인도네시아에
는 1997년 12월에 200만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 상당의 수출차관을
제공하였으며 IMF의 인도네시아 구제금융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제공하
였다.66)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민폐의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를 하지 않고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줬다67). 이는 제
64) 1998.3.20. 동아일보
65) 1998.2.6. 동아일보
66) Joseph Y.S,“China’s ASEAN policy in the 1990s: Pushing for Regional
Multipola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1, No.2(1999), ,pp.17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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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중국이 인민폐를 평가절하 할 경우 아세안 국가의 경제에 치명타
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매
우 큰 도움이 되었고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68)
아세안은 중국의 변화를 체감하고 중국과 손을 잡아 위기를 모면해
가는 한편 일본과의 제휴를 통해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을 결박하
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은 중국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자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1997년 1월 경향신문에서
는 일본 산케이(産經新聞)신문이 일본방위연구소에서 중국의 대국화 추세
를 경계하는 장기전망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언론은 중국이 앞으로 강대해진 다음 패권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서방과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을 견제하고 대처해야 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고 밝혔다69). 또한 기사에서 다루었던 방위연구소 보고서는
중국의 대국화 추세에 큰 관심을 표시하며 중국이 장차 경제군사정치대국
이 되어 일본과 미국이 중국과 군사대치 국면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단언
하고 있었다.70) 보고서는 중국이 장차 말래카 해협에서 페르시아 해협에
이르는 해상항로에 대해 위협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하며 미군이 일본과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만 중국이 패권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
고 있었다. 또한 미일 양국은 역내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패권주
의 행동을 억제하는 장벽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호소와는 달리 지역 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
키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들이 성공하고 있는 징후들이 점점 관찰되기 시
작하고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성공적인 영향력 확대정책을 확인함에 따
67) 1998년 2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두 번째 아세안재무장관회담이 개최되
었다. 이날 아세안 재무장관들은 중국이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은 것에 큰 환
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Joint Press Statement of the 2nd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Jakarta, Indonesia, 28 February 1998 부록 ⑦ 참조
68) 배긍찬,「동아시아 경제위기와 ASEAN의 대응」, 한국동남아학회보, 제 29호(1998),
pp3-7
69) 1997.1.26. 경향신문
70) 1997.1.26.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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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71) 지역 내 강대국으로서의 자국의 지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위
협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려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지원에 치중하여 정
치적 수단을 활용한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된다.
역내 금융통화협력에 적극적으로 일본이 뛰어들게 된 계기에는 중
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1970년
대 이후 견고하던 미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였다. 일본은 1970년
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점진적으로 후퇴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과의
섬유분쟁, 달러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등을 겪게 되고 미국의 중국과 일
본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개선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72) 또한 1973년 오일쇼크는 세계 에너
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 및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
켰으며 일본 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발생한 1997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발은 일본에게 여
러모로 위기로 다가왔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 역시 불안
한 가운데 아시아 외환위기의 책임론까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즉,
미국과 서구 선진 국가들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수행해야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
응책을 요구한 것이다73). 1990년대 당시 세계 최대 자본 수출국 중 하나
였던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일본 내 투자 감퇴와 맞물려 막대
한 자금을 동남아 지역에 과도하게 대출을 해준 상태였다. 또한 자국의
경제침체를 수출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여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화폐가 엔화에 대해 과대평가
되어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일본은 수출확대는 성공했지만 수입시장으로의 역할에 실패
71) David Shambaugh, “Return to the middle kingdom? China and Asia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in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ed. David
Shambaug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2005),pp.48-68
72)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도서출판 오름, 2000), pp.2-35
73) 송주명, 「일본의 경제위기와 ‘봉합’의 정치적 대응:정치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
과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1998),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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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대외정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이미지 실추를 만들게 되었다.74) 이는 궁극적
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동남아시아에 미치던 자국의 영향력을 고스
란히 중국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고 이에 일본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
존할 것이 아닌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금융통화협력의 질
서 개혁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아세안+3체제를 구성하는데 있어 아세안의 요구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환
경을 제공하였고 아세안은 이로써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요한 교섭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축이 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세안은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
기로 자국에게 닥친 위협에 직면하여 생존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의 연합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아
세안중심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제
1차 아세안+3 정상회의부터 제 3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
안 아세안 10개의 국가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통화체제
의 개혁이 절실함을 깨닫고 이를 개혁하는 것이 자국에게 닥친 위협을 해
소하고 각자의 경제를 강화시키는 길이며 국제금융통화체제를 개혁하는데
있어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미국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글로벌한 차원
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세
안+1의 체제를 출범시키며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1997년
ASEAN Visioin 2020을 통해 아세안이 아세안+3체제에서의 전략의 축
(pivotal role)을 하고자 함을 표명하고 1998년 12월 16일 하노이선언75)에
서는 국제금융통화체제의 개혁에 있어서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적

74) 강태훈 2000, pp.2-35
75) Ha Noi Declaration of 1998, 16 December 1998
http://www.asean.org/news/item/ha-noi-declaration-of-1998-16-december-1998:최종검색
일(2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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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역할(active role)을 주도적으로 맡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1999년 11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특별아세안재무장관회담76)에
서는 지역 안에 금융통화 및 경제발전과 국제금융통화체제의 개혁안을 건
설하는데 있어 아세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아세안 국가들이 다짐
하며 다음날 26일 아세안+3국 공동재무장관회의77)를 통해 아세안의 지위
를 주도적인 파트너(leading partner)로써 확인받으며 점점 아세안중심성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간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을 향한 과도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아세안이 아세안중심성을 주창하며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견제 및 균형 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아세안+3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
게 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게 아세안+3 채널만이 동아시아 협력
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인식
시키고자 노력하였다78).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아세안+3의 플랫폼으
로 끌어들인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회피(hedging)행위로서
아세안이 적은 비용으로 이들 삼국을 자신의 이익권(sphere of interest)으
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전략적 축이자 중대한 지렛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76)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Special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25
November 1999, Manila Philippines 1항 15항 참조.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joint-ministerial-state
ment-of-the-special-asean-finance-ministers-meeting-manila-25-november-1999:최
종검색일(2015.5.10.)
77) Press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Special Joint Ministerial Meeting Manila,
26 November 1999 19항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press-statement-of-the-chairman-of-the-special-joint-m
inisterial-meeting-manila-26-november-1999:최종검색일(2015.5.10.)
78) Speeches of Premier Zhu Rongj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Third
ASEAN+3 Informal Summit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address-by-premier-zhu-rongji-of-the-people-s-republic
-of-china-at-the-third-asean3-informal-summit-28-november-1999:최종검색일
(2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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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아세안중심성 심화단계: 제 4차 아세안+3 정상회의부터
제 8차 아세안+3 정상회의까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외환위기가 발발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고군분투하는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야 한
다는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해나갔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 더욱 가속화
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집약된 세계경제질서의 영향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위기의식은 더해갔으며
위기가 조금씩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자 아세안의 내부 문제, 즉 10개 국
가 간의 발달 및 경제격차 등의 아세안 통합의 문제가 대두되며 아세안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쟁이 가속
화 될수록 동아시아에선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상생관계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는데 특히 동아시아 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제
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
기 시작했다79).
2000년에 5월 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2번째 재무장관회의80)를 갖게
된 아세안과 삼국은 역내 위기가 발생할시 자조의 메커니즘으로 CMI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한다. 국제금융개혁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한 아세
안과 삼국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양자 간 스왑체결로서 역내 유동성을 제공하고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CMI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아세안 10개를 모
두 포함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비판이 쏟아지게 되고 결국 아세안 전부가
제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계에 봉착하게 된다.
79) Park, Jinsoo, Sino-Japanese competitive leadership and East Asian regionalism :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East Asian organis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rwick. 2011, pp11-34
80)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Chiang
Mai, Thailand,6 May 2000 참조
http://www.asean.org/resources/publications/asean-publications/item/table-of-contents-as
ean-documents-series-2000:최종검색일(2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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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세안은 2번째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마치고 난 후 2000
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아세안 비공식정상회담81)에서 아세안
내부의 문제 즉,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있어 자
신들의 지위 즉 아세안중심성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세안은
이때 IA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을 발족하고 삼국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싱가포르에 의해 제안된 IAI는 아세안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아세안 10개의 통합을 위한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이다. IAI
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은 아세안은 점차적으로 삼국에게 아세안 내부 개
발의 격차의 문제를 지역통합의 문제와 결합시키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의 개발격차가 완화되고 번영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을 심화시키는 단계에 몰입하기 시작하였
다.
아세안은 이미 삼국과의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수준을 심화시키는
단계에 몰입하고 있었고 정부차원을 넘어선 민간, 각종 연구단체등을 통
해 이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아세안과 삼국과의 회의도 아세안+1
체제를 넘어서 아세안+3체제를 확립하고 정상회의와 함께 각료급 회의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은 이에 2000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성사시킨 아세안+3 재무장관을 시작으로 외무장관, 경제각료, 농업상, 노
동상회의등을 개최하거나 제안하기 시작하였고 각 분야의 각료들이 APT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결정한 결과를 정상들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하부로 내려가 각 정부 행정기관에 고위관료회의뿐 아
니라 국장과 실무차원의 회의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관계를 확장하여 삼국
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9.11테러 사건의 발생은 미국의 관심을 반테러에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의 태도를 동남아시아
81) Press Statement by Chairman, 4th ASEAN Informal Summit, Singapore, 25
November 2000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the-fourth-asean-informal-summit-22-25-november-200
0-singapore:최종검색일(2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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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를 테러지역의 일환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위
기의 고비를 막 넘기고 난 후 아세안 각국의 경제 재건과 번영을 위해 노
력해야할 시점에 미국의 태도변화로 인해 동남아시아가 테러 지역의 일환
으로 분쟁과 갈등의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테러에 관한 공식성명을 밝히며 미국
이 자신들을 경계하지 않도록 노력하며82) 한편으로 중국과 일본을 중요한
대화상대자로 밝히고83)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구축에 더욱 힘쓰며 그
가운데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00년부터 2004
년까지 두 가지 차원에서의 경쟁이 일어났다. 우선 아세안+3체제에서 아
세안 중심이 되어 회의에 손님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삼
국이 자신들이 보다 더 동등한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는 플랫폼
을 구축하고자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이하 EAS)를 제안한
것이다. 아세안+3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며 삼국과 아세안 모두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고자 하였다. 먼저 삼국은 2001년 제 5차 아세안+3 정상회
담에서 EAVG(East Asia Vision Group)보고서를 채택시키며 아세안중심성
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2년 한중일 삼국은 아세안+3 체제가 아닌
아세안과 삼국이 동일한 자격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EAS로의 체제로의 전환에 합의를 끌어내며 아세안중심성을 탈피하고자
82) Press Statement by the Chairman of the 7th ASEAN Summit and the 5th ASEAN
+ 3 Summit Brunei Darussalam, 5 November 2001 과 2001 ASEAN Declaration on
Joint Action to Counter Terrorism 참조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item/press-statement-by-the-chair
man-of-the-7th-asean-summit-and-the-5th-asean-3-summit-brunei-darussalam-5-n
ovember-2001:최종검색일(2015.5.6.)
http://www.asean.org/news/item/2001-asean-declaration-on-joint-action-to-counter-terro
rism:최종검색일(2015.5.6.)
83) Press Statement by the Chairman of the 7th ASEAN Summit and the Three
ASEAN + 1 Summits Brunei Darussalam, 6 November 2001 참조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item/press-statement-by-the-chair
man-of-the-7th-asean-summit-and-the-three-asean-1-summits-brunei-darussalam-6
-november-2001:최종검색일(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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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세안은 EAS로의 전환은 합의하지만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전환
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힘으로84) 자신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
는데 있어 아세안의 반대나 주저를 염려하여85)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동
아시아공동체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아세안의 주도적인 역할
을 재차 강조하였고86) 이러한 분위기는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
성해 나가는데 일조하였다.
두 번째로 이 시기에 비로써 아세안을 향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4차 아세안
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10년 이내 FTA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87).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아세안 내부 격차의 문제
및 아세안통합의 문제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국은 발전정도가 낮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의 빈
국들의 자유화 이행시기를 늦춰주고 WTO 미가맹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
84)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참조
http://www.asean.org/images/archive/pdf/easg.pdf:최종검색일(2015.5.13.)
Press Statement by the Chairman of the 8th ASEAN Summit, the 6th ASEAN + 3
Summit and ASEAN-China Summit, Phnom Penh, 4 November 2002
http://www.asean.org/news/item/press-statement-by-the-chairman-of-the-8th-asean-su
mmit-the-6th-asean-3-summit-and-the-asean-china-summit-phnom-penh-cambodia
-4-november-2002-3:최종검색일(2015.5.6.)
85) 외교부자료에 따르면, 아세안이 중국과 일본측은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해나가는
데 있어 아세안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주저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기득권을 충분히 배려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aseanplus3/resources/index.jsp?menu=m_40_70_6
0&tabmenu=t_3:최종검색일(2015.5.11.)
86)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10
May 2002, Shanghai,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item/joint-ministerial-statement-of
-the-asean-3-finance-ministers-meeting-shanghai-10-may-2002-people-s-republic-o
f-china:최종검색일(2015.5.6.)
87) Press Statement by Chairman, 4th ASEAN Informal Summit, Singapore, 25 Nov
2000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the-fourth-asean-informal-summit-22-25-november-200
0-singapore:최종검색일(2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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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농업시장의 5년 선행 대폭개방 등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며 아세
안국가들에게 호의를 사게 되었다. 또한 중국이 2003년 11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Southeast Asi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이하
TAC)에 역내 국가로서 최초로 가입하는 등 아세안은 점차적으로 중국과
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한편, 아세안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회담에 있어 공감과 압박의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다. 중국과의 파격적인 FTA체결 약속과 TAC가
입의 카드를 꺼내들며 양자 간의 대화에 있어 일본에게 TAC 가입을 독려
하는 한편 2003년 발리에서는 FTA체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하 CEP)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88). 또한 한국에게도 아세안은 아세안과 한국간의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증강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TAC를 가입하는 것을 독려하고 보다
높은 수위의 협력증진을 위해 IAI를 지원하는 등의 문제에 보다 큰 협력
과 지원의 약속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조성은 국제금융통화체
제의 개편 과정에서 삼국의 아세안을 향한 경쟁적 CMI의 체결로 이어졌
으며 이렇게 아세안은 점차적으로 아세안중심성을 심화시켜나가며 자국에
게 필요한 이익을 챙겨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아세안은 이 시기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
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양국의 이견차이를 좁히고 역내 협력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89). 2000년에 중국에 의해 제안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88) Framework fo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Japan, Bali, Indonesia, 8 October 2003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japan/item/external-relations-japan-aseanjapan-free-trade-area-framework-for-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betwee
n-the-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and-japan-bali-indonesia-8-october-20
03:최종검색일(2015.5.6.)
Press Statement of the Chairperson of the ASEAN + China Summit, the ASEAN +
Japan Summit, the ASEAN + Republic of Korea Summit and the ASEAN - India
Summit, Bali, Indonesia, 8 October 2003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item/press-statement-the-chairper
son-of-the-asean-china-summit-the-asean-japan-summit-the-asean-republic-of-kor
ea-summit-and-the-asean-india-summit-bali-indonesia-8-october-2003-2:최종검색일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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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Free Trade Area:이하 EAFTA)는 아세안+3체제 안에서 동아시아 자
유무역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제안이었다90). 이에 일본은 동아시아
포괄적경제파트너십(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이
하 CEPEA)를 제안하며 아세안+6체제, 즉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
하여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당
시 중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국의 제안은 역내 영향력 제고
를 염두에 둔 두 국가의 분쟁으로 회원국 확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논의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다91). 이때, 아세안은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균형을 취하며 때를 기다려 2005년 미국이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이하 TPP)을 제안하자 이를
카드로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에게 두 국가가 제안했던 EAFTA와 CEPEA
의

혼합

형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를 제안하며 상품분야에서의 자유화수
준을 아세안 국가만 특별대우를 해줄 것을 주장하는 등 아세안중심성을
89) 전(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이자 현(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인 이선진은
2015년 5월 15일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세안의 협상능력 중 잘하는 장점으로
국제환경이 자신들이 원하는 판이 나오는 시기가 도래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그러한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국에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카드를 제시하여 협상 국가들이 자국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위치에서 협상을 진
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관철하는 협상력을 꼽았다. 이러한 아세안의 장점은 분쟁
이 있는 양 국가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도를 지키며 아세안중심성을 고
수하다가 원하는 결과나 판을 짤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세안 외교의 행태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90) Chairman's Statement of the East Asia Summit Foreign Ministers Informal
Consultations Ha Noi, 21 July 2010, 참고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east-asia-summit-eas/item/chairman-s-stat
ement-of-the-east-asia-summit-foreign-ministers-informal-consultations-ha-noi-21-j
uly-2010:최종검색일(2015.5.11.)
91) 2005년 이후 EAS정상회담에 관한 공동성명이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RCEP가 출범될 때까지 EAFTA와 CEPEA 사이에서 각국의 학자들, EAFTA의 경우
중국과 한국의 학자와 연구진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CEPEA의 경우 일본연구진들
과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렇다 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봉착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east-asia-summit-eas:최종검색일
(2015.5.11.)

- 59 -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행위는 분쟁이 있는 양 국가, 즉 중국과 일
본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도를 지키며, 각국의 이견차이를 좁
히며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 즉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쟁 국가들 스
스로가 숨을 고를 수 있는 시점, 다시 말해 원하는 결과나 판을 짤 수 있
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세안 외교의 행태적 역
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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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아세안중심성 발전단계: 제 9차 아세안+3 정상회의부터
제 12차 아세안+3 정상회의까지

2004년까지 아세안은 삼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제도를 구축하고 관계를 형성 및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에 들어 아세안은 본격적으로 아세안중심성을 발휘하여 APT체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2004년까지 EAS로의 전환 등 아세안과 삼국
간의 공평하지 못한 회의체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동아시아 공동체
를 구상하는데 있어 아세안 국가들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발전시켜 나
아갔다.
먼저, 아세안은 2005년 제 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삼국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아세안의 지위를 주도력을 발휘해
야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끌어내며 아세안+3체제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임
을 약속받았다92).

CONVINCED that the ASEAN Plus Three process will continue to be the
main vehicle in achieving that goal, with ASEAN as the driving force
and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SEAN Plus Three countries in
order to promote a sense of shared ownership
위의 문구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아세안+3체제는 2005년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상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자 중추
적인 의사결정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또한 아세안은 그 체제를
이끌고 꾸려나가는 주된 원동력이자 주도력을 발휘하는 행위자임을 인정
받았다. 이 안에서도 아세안은 TAC 즉 동남아시아우호조약에 대한 삼국

92) 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부록 ⑧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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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짐을 받아내고 아세안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삼국의 공약을 재확인
하는 등 삼국과의 관계를 심화 및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다부지게 자신들
의 국익을 챙겨나가는 면모를 보였다. 이후 아세안은 아세안+3체제에서
다루는 의제를 경제를 넘어서 여성, 인권, 재난관리 등 다양한 의제로 확
대시키며 아세안+3체제의 플레임이 갖는 영향력의 폭을 확대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내 금융과 통화 협력의 질서구축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한껏 고취시켰다.93) 이러한 위기의식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
금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다시 한 번 1997년의 동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험을 상기시켰을 뿐 아니라 더욱 아세안의 내적 결
속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나 2008년은 아세안중심성이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한해였다.
중국이 2008 북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으
로 아세안에게 유리한 결과를 많이 내는 방향의 의제에 손을 들어주고 편
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는 중국에게 당면한 지
속가능한 높은 경제성장 및 개혁 개방의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을 경계하는 중국위협
론에 조심스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중국은 티베트 사태가 야기한
각국 정상들의 개막식 불참 움직임과 동시에 미국 내 중국을 향해 쏟아지
는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동시
에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며 중국위협론이 거론되게 되었
다.
미국 내에선 이미 시민 및 인권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수
단 다르푸르 대학살을 간접 지원한다고 중국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올림
픽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94) 또한 미국 하원 의원 108명이 후진타
오 중국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다르푸르 학살을 계속하는 세력에 대한 지
93) 이승주,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94) 2007.5.1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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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보내며 중국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
우 북경올림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95). 또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각국 인권단체들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게 진행되었
다96). 이들 논의의 핵심은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
강 및 팽창의욕, 즉 중국의 발전이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에 있었다.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중국위협론은 아세안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었다. 아세안과는 외환위기 이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를 형성하며 발전해오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올림픽개
최를 전후로 벌어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위기로 다가왔다. 이에 2008년 8월 1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인민대회당에 등장해 올림픽 이후의 중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
아지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중국은 패권주의가
아니라 방어적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중국의 발전은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중국위협론을 와해하고자 하였
다97). 또한 다르푸르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려는 미국 측의 계획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공병부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히고 다르푸르 내전 특사
를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2008년 5월 4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2008년 마드리
드의 회의는 2009년 발리회의에서 CMIM이 최종 체결되기까지 기본적이고

95) 이와 관련하여 미국 하원의 공화당의원인 알란 울프 의원은 중국 정부를 다르푸르
사태의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북경올림픽 거부 운동에 동조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바 있다. 2007.5.12. 서울신문
96) 각국의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발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부를 통해 이
룩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를 통해 수단 석유의 대부분을 사들였고 수단 정
부는 중국과의 석유거래 수입의 80% 이상을 학살 주범인 민병조직 잔자위드의 무
기구입비용에 대고 있는 등 중국정부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잔자위드나 정부군이 사용하는 무기 대부분은 중국제라며 중국정부의 발전
및 의도에 대해 위협적으로 인식하며 북경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를 높였다.
2007.5.12. 서울신문
97) 2008.8.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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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들을 합의한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다. 2008년 재무장관회
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합의를 이루기 이전부터
중국은 중국정부에 대한 위협론을 불식시키며 자국의 의도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중국
의 이러한 필요성은 아세안이 추구하고자 했던 지역 내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자는 아세안이 내세우는 회담의 목적에 부합하였고 중국은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실현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체제가
중추적 역할을 지속 담당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아세안 국가의 발전과
통합 등 아세안이 내세우는 평화와 안정 등을 강조하는 의제들에 적극적
으로 옹호하게 되었다98).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아세안+3체제에서 아세안 국가들
의 중심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환경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아세
안 국가들이 행태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하
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자국에게 닥친 위협에 직면하여 생존이라
는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의 연
합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아세안중심성을 더욱 잘 활용하여 마침내 2009년
5월 3일 인도 발리에서 개최된 제 12차 아세안+3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금
융체제의 개편을 위하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주요쟁점에
최종 합의를 이뤄내게 된다.

98) Chairman’s Statement of the 11th ASEAN Plus Three Summit Singapore, 20
November 2007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chairman-s-statement-of-the-11th-asean-plus-three-su
mmit-singapore-20-november-2007:최종검색일(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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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1절. APT(ASEAN+3)체제의 구성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역내 국가들 간의 공감대 형성, 즉 위
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된
후 각국 정상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콸라
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한·중·일정상을 비공식 초청하였고 ‘ASEAN+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99).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시작된 APT는 지금
까지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의제를
상정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메카니즘이자 조직체이다. 따라
서 APT체제의 특징 및 진행방식, 회의구도는 역내 금융통화협력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갖고 있는가,
주도적으로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의 여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APT는 아세안 회의와 함께 백투백(Back to Back)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100). 다시 말해 회의의 주인은 아세안이고 손님의 자격으로
한·중·일이 참가하게 되며 이들 삼국은 아세안이 잡은 날짜에 자신들의
스케줄을 맞춰 참가하게 된다. 참가일정 뿐 아니라 회의의 구도 역시 아
세안 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삼국의 협상자들은 자신들과 아세안과의
협상의 순서를 기다려야한다. 즉 아세안 본회의가 마친 후 아세안과 삼국
의 개별 국가와의 회의인 아세안+1회의가 진행되고 이 모든 회의가 다 마
친 후에야 아세안+3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 회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세안+1, 아세안+3의 회의는
정례화 되어 있는 반면 삼국간의 회의들은 정례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플랫폼은 아세안이 자신들의 회의에 삼국을 초청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99)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최종검색일:2015.5.7.)
100) 아세안+3 회의의 내용, 참여국, 전체적인 틀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놓은 아세안측
의 공식문서 참조. http://www.asean.org/archive/22208.pdf:최종검색일(2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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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프레임에 삼국을 불러오는 형국의 모양이다. 이러한 아세안 중심적
인 회의구도에 당연히 한중일 삼국은 반감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이해관
계를 좀 더 편안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
게 된다. 아세안 주도로 개최되는 협력체계에 대한 불만은 2002년 제 6차
APT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삼국이 아세안과 동등한 입장으로 진행할 수 있
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이하 EAS)로의 전환하는 것에 합
의하게 만들었다101).
특히 이 회의는 동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의 제도를 구축하는데 관
여하는 행위자들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반영
하는 것으로 아세안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좀 더 편안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움직임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APT
는 외환위기 이후 창설되어 총 17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어왔다. 이 회의의
특징은 정상회담에서는 큰 단위의 의제들이 다루어지는 반면 재무장관회
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제들이 결정되고 다뤄진다는 것이다. APT는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조로서 구조의 핵심적
인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프레임과 의사결정방법에 아세안이 중심이 되
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에
있어 아세안중심성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1>과 <표-2>는 현재까지 APT회의를 통해 진행되어온 회의 내용의 대략
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101)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최종검색일(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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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현황

차수

구체적 내용
역내 경제동향과 국제금융체제 개관에 관한 의견

제 1차 회의
(1999.4.30.

마닐 교환, 단기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 IMF의 기능개
편과 개도국 참여확대 방안

라)

역내 경제동향과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교환,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공동모니터링 시스

제 2차 회의

(2000.5.6. 치앙마 템
이)

구축,

특히

역내

중앙은행간

SWAP/REPO

network구축 추진 등 역내 자구 및 지원 메커니즘
구축에 함의
역내 경제동향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단기 자본

제 3차 회의
(2000.9.25.

프라 공동 모니터링 논의,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필요성

하)
제 4차 회의
(2001.5.8. 호놀롤
루)
제 5차 회의
(2002.5.10. 상해)

논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점검, CMI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2년 뒤 기본프레임웍 검토에 함의, 역내
정책협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Study Group 구
성에 함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점검, CMI 등 역내 금융협
력 강화방안 논의, 역내 정체협의 강화방안의 적극
이행에 합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점검과 아시아채권시장 발

제 6차 회의

전방안으로 6개의 실무 작업 그룹(WG:Working

(2003.8.7. 마닐라)

Group)이 활동하는 추진체계 구축, CMI 정책협의
강화 등 8개 협력사업에 대책 협의

제 7차 회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점검과 CMI, 아시아채권시

(2004.5.15. 제주)

장 발전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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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 효과성 제고 방안(IMF 비연계 지원비율 상향
제 8차 회의

조정, 통화스왑 규모 확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2005.5.4. 이스탄 의 계획으로 로드맵(Roadmap) 설정 등 금융협력사
불)

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IMF쿼터 재검토 등에
대해 함의

제 9차 회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자금지원체제 구축, 공동

(2006.5.4. 인도

감시체제 구축 및 시동,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을 위

하이데라바드)

한 논의진전, 아시아공동통화 창설 논의
외환보유액을 출자하여 단일의 공동펀드를 설치하

제 10차 회의
(2007.5.5. 동경)

여 각국 중앙은행이 관리·운영,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의 가속화, 역내 경제현황과 위험요
인을 점검

각국의 재무당국,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이 참여
하는 거시경제.금융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 단
일의 공동펀드로 만드는 CMI 다자화의 기본방향에
제 11차 회의
(2008.5.4. 마드리
드)

합의, 공동펀드의 총규모(800억불 이상)와 아세안
과 한중일간 분담비율, 자금지원조건 및 실행체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 새로운 ABMI 추진체
계(ABMI New Roadmap)를 마련하는 데에 합의함.
역내 경제현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역내 국가 간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제 12차 회의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 지역 내 금융협

(2009.5.3. 발리)

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주요쟁점에 최종 합의.

제 13차 회의
(2010.5.2. 우즈베 역내 경제·금융 동향 점검, 위기 이후 아시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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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제동향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키스탄 타슈켄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의 설립방안에 대해 합의

제 14차 회의
(2011.5.4. 하노이)

역내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 AMRO 공
식 출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기금을 현행 1200억달

제 15차 회의

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함에 합의, ABMI 추진체

(2012.5.3. 마닐라)

계 개편(신로드맵 플러스:New Roadmap+)

제 16차 회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점검,

(2013.5.3. 델리)

(CMIM) 다자화 협정문 개정과 거시경제 감시기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인 AMRO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역내 금융협력 현안과 최근 경제동향 등 논의,
제 17차 회의

CMIM

(2014.5.3. 카자흐 과 국제통화기금(IMF) 간 협력강화 방안, CMIM 운영
스탄 아스타나)

지침 개정,AMRO의 국제기구화 등 역내 금융안전망
인
CMIM의 작동(workability) 강화 방안을 검토

출처: 아세안연합 공식 회의 문서 참조102) 및 기획재정부 각 회의년도
공식 발표자료 참조

102)부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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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ASEAN+3 정상회의 개최현황

차수
제 1차 회의
(1997.12

말레이시

아)

구체적 내용
· 지역 내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한국의 금융개혁 노력 설명 및 동남아시아국
가연합(ASEAN)과의 긴밀한 협력 방침 천명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협의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정상회의

제 2차 회의

정례화 합의

(1998.12 베트남)

·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체제의
발전 방향 및 지역 내의 경협증진 방안 등 논의
를 위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창설 제안
·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지역

제 3차 회의
(1999.11. 필리핀)

내의 경제구조 개혁, 금융·통화·재정문제 관
련 정책 협의·조정 강화 등 합의
·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강조
·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설립 결정, 정보격차

제 4차 회의
(2000.11 싱가포르)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분야 협력, 지역 내의 빈부격차 해소
및 금융위기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강조
·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
금융·환경 등 분야 협력에 관한 동아시아비전

제 5차 회의

그룹 보고서 채택

(2001.11 브루나이)

·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출
범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 테러리즘 등

제 6차 회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
· 동아시아연구그룹의 26개 장·단기 협력 방

(2002.11 캄보디아)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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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전환하기
로 합의
· 동남아시아연구그룹의 26개 장·단기 협력
사업 이행 현황 점검
제 7차 회의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통합 이니셔티브(IAI)지

(2003.10.인도네시아)

원 합의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및 역내 테러
척결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촉구
· 2005년 중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동아시아정
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제 8차 회의

· 회원국 간의 정보·개발 격차 해소 주력 필

(2004.11. 라오스)

요성 강조
·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 문제 연
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결정 환영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실현 과정에서 동남아

제 9차 회의
(2005.12

말레이시

아)

시아국가연합이 주도력을 발휘하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 체제가 중추적 역할을 지속
담당한다는데 인식 공유
·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강
조
·

여성,

재난관리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3 협력분야의 확대 평가
제 10차 회의
(2007.1.필리핀)

·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타당성 연구 결과 평
가,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2단계 산업별/분야별
연구실시 승인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일
의 노력을 지지

제 11차 회의
(2007.11 싱가포르)

향후 10년간 동아시아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사업 계획’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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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경제위기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ASEAN+3 차원의
제 12차 회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

(2009.10 태국)

· ASEAN+3 협력사업 활성화 등 ASEAN+3 협
력의 미래방향에 협의, 'ASEAN+3 식량안보 및
바이오 에너지 개발협력에 관한 성명'을 발표
· 역내 CMIM 체제 강화 등 금융 분야 협력논
의 및 역내 협력을 끌어내는데 있어 아세안+3

제 13차 회의
(2010.10 베트남)

차원에서의 연계성 강화 방안 논의
· 아세안+3 창설 15주년 기념사업 등 제반 협
력 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아세안+3 체제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제 14차 회의
(2011.11 인도)

· 2차동아시아비전그룹보고서(EAVG II)제의
외환위기 예방을 위한 상호 유동성 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 등 금융분야
협력방안과 식량안보문제 등을 논의
· 동아시아와 한·중·일 3국의 단일 경제권역
형성을 골자로 하는 ′연계성에 관한 ASEAN(동
남아시아 국가연합)+3(한중일)′ 파트너십 선언
채택

제 15차 회의

· 아세안+3 협력 분야 중 연계성 사업에 재정

(2012.11. 캄보디아)

지원방안 등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민간분야의
참여도 장려하기로 합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뉴로드맵 플러
스′ 채택을 환영하고 CMIM규모를 2배로 확대
하여 금융위기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함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실현 과정에서 동남아

제 16차 회의

시아국가연합이 주도력을 발휘하며 동남아시아

(2013.10 브루나이)

국가연합(ASEAN)+3 체제가 중추적 역할을 지속

제 17차 회의

담당한다는데 또 한번 인식을 공유함.
· 아세안+3에 대해 CMIM, 비상쌀비축사업

(2014.11 미얀마)

(APTEER), AMRO 등 실질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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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의 견인차(Main Vehicle)
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함.
· 역내 금융 안전망인 CMIM의 지속강화와
AMRO 의 국제기구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에 합의
· EAVGII 이행계획 제출 협조 촉구
출처: ASEAN 개황, 외교통상부 2010. 10월 자료 참조 및 ASEAN 각 의장
선언문 참조
상기의 표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적으
로 <표-2>를 통해 첫째, 정상들의 모임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즉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공감은 1997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자국과 동아
시아 지역 내의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의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에 기인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1997 외환위기 이후 조성되었던 APT체제에
한·중·일 삼국이 반기를 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안한 플랫폼을 구
축하려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EAS(East Asia Summit)이라는 포맷
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후의 진행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EAS보다 APT가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03).
2001년 제5차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AVG 보고서는 아세안
+3협력의 목표가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이하 EAC)라는 점
을 밝히고 아세안+3체제를 EAS(East Asia Summit)체제로의 전환해야함을
강조하였다104). EAS로의 전환은 아세안과 삼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회의에
103)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asean-3:최종검색일(2015.5.8.)
104) 2001에 나온 아세안 정상회의 문서와 EAVG Ⅰ에 관한 보고서 참조
(http://www.asean.org/images/archive/pdf/east_asia_vision.pdf:최종검색일(2015.5.6.)),
(http://www.asean.org/news/item/seventh-asean-summit-bandar-seri-begawan-5-6-n
ovember-2001-2:최종검색일(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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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도에서 아세안은 그 전략적 중
요성이 희석되고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아세
안은 삼국의 이러한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칙상으로는 EAS와 EAC의 수립에 동의하면서도 점진적, 단계
적인 진행을 주장하게 된다105)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삼국은 EAS의 참가국 범위논쟁에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하였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작용하였던 중국과 일본의
각기 다른 위협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균형전략으로 귀결되었기 때문
이다. 2002년 장기적으로 APT를 EAS로의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5년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선도적으로 나서 EAS의 조기 개최에 주력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협력
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되었는데
EAS의 조기 개최과정에서 역내 주도권과 영향력 면에서 자국이 높은 우
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 아래 EAS의 조기개최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구도로부터 미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
고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역내 국가들에게 중
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106)
이들의 갈등은 EAS의 참가국 범위논쟁을 야기하였는데 논쟁의 핵심
은 바로 미국의 참가 여부였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달리 일본을 비롯한
105) 2005년 개최된 9번째 아세안+3 정상회의 공식의장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We welcomed the convening of the first East Asia Summit (EAS) on 14
December 2005 in Kuala Lumpur, Malaysia. We shared the views that the EAS
should be convened annually and that the EA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region. The EAS will be consistent with and reinforce ASEAN's efforts in building
the ASEAN Community. We recognised that the EAS will contribute to the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We look forward to a fruitful deliberation of the
EAS.
(http://www.asean.org/news/item/external-relations-asean-3-chairman-s-statement-of-th
e-ninth-asean-plus-three-summit-kuala-lumpur-12-december-2005:최종검색일
(2015.5.6.))
106) 전(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이자 현(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인 이선진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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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EAS에 인도, 러시아, 호주,
미국, EU등 다양한 범위의 회원국 확대를 주장하였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바로 미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이러
한 주장은 좀처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이에 따라 일본과 제휴하여 논쟁을 교착상태에 봉
착하게 만들었다.107)
교착상태에 봉착한 이들의 논의는 2005년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협
력제도를 이끌고 가야한다는 결론과 함께 일단락되었다. 이에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을 주장하며 2005년 4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비공식
외무장관 회동을 통해 합의안을 끌어내게 된다. 그 내용은 ① 아세안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② 아세안과 실질적 협력관계 ③ 동남아우
호협력조약(TAC) 가입국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5
년 12월 14일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개최된 첫 동아시아정상회
의의 공동의장성명서의 9항과 10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108)

10. We agreed that the East Asia Summit with ASEAN as the driving
force is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We also agreed that the East Asian region had already advanced in its
efforts to realize an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the ASEAN+3
process. In this context we believed that the EAS together with the
ASEAN+3 and the ASEAN+1 processe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e region.
이러한 문구를 통해 EAS가 ①아세안의 주도적 역할(driving force)의
천명하고 ② 아세안+3체제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주된 기제임을 인정

107) 전(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이자 현(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인 이선진과의
인터뷰
102)http://www.asean.org/news/item/chairman-s-statement-of-the-first-east-asia-summit
-kuala-lumpur-14-december-2005-2:최종 검색일(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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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③ EAS는 아세안+3의 보완적 기제로서 이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의
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항을
통해서는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EAS는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한·중·일 삼국이
유의미한 구도로 구성하고자 했던 EAS는 아세안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짜
놓은 플레임인 APT의 역할을 인정하고 아세안의 주도적인 역할, 즉 아세
안중심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아세안은 삼국의
시선을 모아 자신들이 구성한 프레임인 아세안+3체제로 끌어들여 이를 심
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다.
APT는 삼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있어 아세안에게 절대 유리한 독점
적 정보점유의 상황이 주어지게 하고 이를 통해 삼국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 즉 제휴와 동맹관계에 있어 중심점의 역할을 점유 및 행사할 수 있
게 한다.

첫째 날 ASEAN회의를 한다. 동남아 10개국 자기들끼리 일단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그 다음날 오전께 한, 중, 일 한나라씩 부른다. 한·아세안 정
상회의, 중·아세안 정상회의, 일·아세안 정상회의를 한다. 각개격파 작
전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짐작이 간다.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을 쓰자면
이간질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일본과의 회의에서는 “중국이 우리
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뭘 할거냐.” 이런 걸 요구한다. 중
국과의 회의에서는 그 반대이다. 한국과 만나면 “당신은 중국이나 일본
보다는 여력이 없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
다.출처: 매일경제, 손현덕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동아시아 패권전쟁(상),
2009.5.19.
매일경제의 신문기사는 바로 아세안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대목을
잘 보여준다. 이곳에서 네트워크상의 행위자들 간에 연결이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중심점인 아세안을 제외한 다른 삼국은 비대
칭적 정보의 보유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아세안의 전략은 자신들의
생존, 경제안보의 생사가 외부의 위협이라는 원천에서 시작되고 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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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외부의 원조이기 때문에 외부의 원조로 인
해 자신들에게 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구성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외부의 원조가 자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을 상
쇄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삼국과의 중복 제휴를 통해
외부원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극복하고자 노력
하게 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아세안이 중일의 비대칭적 정보 상태를
활용한 역내 협상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였고 이행하였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하는 점은 이러한 제도의 메커니
즘이 아세안에게 역내 협상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를 부가할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
조 속에서 아세안은 구조적 위치로부터 도출되는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
고 중국과 일본 간의 끊어진 공백의 부분을 연결하고 메꾸어주는 중개자
의 역할까지 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의 이슈에서도 아세안은 한국, 중국, 일본
을 상대함에 있어서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아우르는 아세안+3체제를 적
극 활용하였다. 먼저 아세안은 아세안 본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내부 의견
을 선 조율한 후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와 입장으로 아세안+1회의에 참여
하였다. 이는 아세안과 삼국의 개별국가와의 양자외교의 형태로 아세안이
10개의 동류집단의 형태로 행사하는 집합권력을 과시하여 한·중·일 삼
국을 상대하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외적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함이
다. 즉 아세안 개별국가들은 국제행위의 단위체로 한 개의 개별 국가가
아닌 동류집단의 형태인 10개 국가의 집합권력을 지닌 동맹의 형태이자
국제행위의 단위체로 한국, 일본, 중국을 상대한 것이다
아세안은 삼국과의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넘나들며 자신들에게 무
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삼국을 상대로 그 수위와 정도를 끊임없이 간을
보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 국가를 상대로 설득하였다. 첫째, 아세안 국
가 모두를 포함하는 국제제도가 아닐 경우 제도로서의 효력이 유명무실
하게 될 것과 둘째, 아세안 10개국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에 만약 아세
안을 품지 못할 경우 얻게 될 불이익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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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은 압박과 보상, 설득과 회유, 공감 등을 활용하여 내 편에 합류하
게 행위자들을 모으는 행위로서 위험을 헤징 하는 국가가 갖게 되는 중심
점, 즉 아세안중심성이 공고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중국, 일본, 미국, 한
국을 상대하는 것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아세안 10개 국가의 동류집단을
획득하여 아세안 개별국가 하나가 9개의 자기편을 획득한 형태의 집합권
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0개의 국가가 행사하는 집합권력을 통해 삼국
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통일된 목소리인 아세안중심성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아세안은 미국, 중국, 일본을 설득과 공감의 방법으로 자
신들의 편을 모아 아세안중심성을 발휘하였다. 동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
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배경이자 연결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CMI형성과정에 있어 미국과 동아시아와
의 관계 둘째, CMIM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에 따
른 관계이다.
동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미국
과 IMF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과거 AMF나 미아자와 이니셔티
브의 실패는 모두 미국과 IMF의 지역 내 영향력 축소에 대한 우려에서
모두 거절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CMI는 최소한 미국
의 승인이나 묵인 하에 진행되어야 했다109). 미국은 1990년대 초 동아시
아 경제그룹(EAEG)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을 배제한 동
아시아 협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에 먼저 아세안은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미국의 중요 요직 이사
및 IMF의 인사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의
과정이 글로벌 금융경제질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미국의 이
익과도 귀결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부터 싱가포르 등
아세안의 수많은 포럼과 회의의 연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IMF를
필두로 하여 세계은행연례총회, APEC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회
109) 이러한 관계설정을 반영하듯 CMI의 통화스왑의 발생조건에 있어 약정액의 80%를
IMF의 승인 조건하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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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포럼을 통해 미국과 IMF를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하였고 동
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제도에 있어서 기존의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나
가기 시작했다.110) 이러한 관계 재설정의 노력은 2001년 5월 ASEAN+3의
첫 양자 간 스왑협정 체결 발표이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오닐이 CMI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연설문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구도에 따른 관계설정이다. 2000년
대 이후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을 향한 리더십경쟁 및 주도권 확보경쟁이
일어났고 이 두 양국 간의 미묘한 영향력 확대경쟁은 본 이슈에서도 예외
가 아니었다. CMIM의 경우, 분담금의 배분이 핵심쟁점으로 한·중·일 삼
국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서로 더 많은 분담금
을 내놓으려 경쟁하였는데 본격적인 합의가 도출된 2009년 발리회의까지
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양국은 역내 통화금융제도에서 자
국의 영향력을 서로 증대하고자 더 많은 분담금을 배분받길 원했으며 아
세안이 먼저 20%를 차지하고 난 후 남은 80%의 비율에서 이 논쟁은 더욱
치열해져갔다. 결국, 양국의 뜨거운 대결은 교착상태에 봉착하게 되고
CMIM는 좌초될 위기에 이르게 된다.
양국의 교착상태로 인한 갈등은 아세안의 중재로 인해 해소되었다.
2008년 싱가포르의 림흥키앙(Lim Hng Kiang) 재정산업부 장관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재무장관(Tharman Shanmugaratnam)은 삼국의 주요 장관들
을 만나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역내 금융통화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해야하는 필요성을 각국의 장관들에게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해서 삼국이 협조해야함을 강조하였다111).
이러한 단계에서 아세안은 역내 금융통화제도의 행위자들 간의 네
트워크상에서 교착상태에 봉착하여 끊어지게 된 부분, 즉 흐름이 단절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중개자

110) 2000년 7월 12일 싱가포르 개최 The Institute of Policy Studies(IPS)와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는 공동으로 The IMF and Asia : Part of the Problem
or Part of the Solution 주제의 포럼, 2009년 11월 12일 IMFdirect게재 글 참고
111)http://www.asean.org/news/asean-statement-communiques 2008년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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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은 제휴관계에 있어 헤징국가에게 주어지는 중심점의 역할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아세안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
면서 이들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하며 중개권력
(Brokerage power)을 갖게 되었다.

2절. CMI에서 CMIM로의 형성, 심화, 확대를 중심으로

1) CMI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둘러싼 아세안중심성 분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란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이 맺
었던 양자 통화스왑협정체결(Bilateral Swap Arrangement: 이하 BSA)을 뜻
한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논의의 시작과 함께 역내 유동성을
해결하고 위기에 대응하고자 역내 국가들 사이에 자조와 자구책의 일환으
로 맺기 시작했던 CMI는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경
쟁구도 아래 아세안 국가들과의 스왑협정이 본격적으로 체결되기 시작했
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역 내 단기 유동성의 어려움을 해
결하는 자조의 메커니즘이자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보충제의 역할
로써 탄생한 CMI는 그 생성과 확대의 과정에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주
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아세안중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은 CMI가 형성될
수 있었던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을 마련해 나간 부분이다. 외환위기의 급
박한 상황을 넘긴 시점인 1999년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SEAN+3 재무
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아세안의 초청 아래 한국, 중국, 일본의 재
무장관들이 모여 역내 경제동향과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관한 의견을 교
환하였다. 이때 아세안과 삼국의 재무장관들은 역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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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단기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IMF의 기능개편 그리고 개도
국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역내 자구 및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루어졌고 재무장관들의 논의는 1999년 11월에 필리핀에서 개최
된 ASEAN+3 제3차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역내지원 메커니즘 강화’
라는 원칙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112).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아세안은 내부적으로 아세안이 국제
금융체제를 개편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다짐
하고 삼국과의 회담을 맞이하였다113). 1999년 아세안 재무장관들은 먼저
삼국과의 회담을 갖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
며 삼국과의 회의를 통해 추구해야할 아세안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논의
하였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의 과정이 아세안의 경제를 발전 및 유지하
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 지적하며 공동성명의 제 1항에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바로 다음날 삼국과의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결과로
써 관철되었는데 삼국과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아세안은 아세안이 국제
금융체제를 개편하고 제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파트너로써
삼국과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약속받게 되었다114). 또한 삼국의 정상들에
게 아세안+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있어 정상들과 각
료간의 대화를 상호 존중하는 체제로 이끌어가는 통로임을 인정받으며 회
의를 진행해나갔다115).
112) CMI의 개요에 관한 아세안 공식 문서 참조.
http://www.asean.org/archive/17902.pdf:최종검색일(2015.5.8.)
113)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SPECIAL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25 NOVEMBER 1999, MANILA, PHILIPPINES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joint-ministerial-statement-of-the-special-asean-finance
-ministers-meeting-25-november-1999-manila-philippines:최종검색(2015.5.13.)
114)
Press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Special Joint Ministerial Meeting
Manila, 26 November 1999 19항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press-statement-of-the-chairman-of-the-special-joint-m
inisterial-meeting-manila-26-november-1999:최종검색일(2015.5.10.)
115) Address by Premier Zhu Rongj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Third
ASEAN+3 Informal Summit 28 Novem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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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각국 정상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CMI에 대한 구상이 구

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가 정례
화 되었다.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 2차 ASEAN+3 재
무장관 모임에서 CMI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직·간접으로 체험한 한국,
중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은 논의한 내용들을 합의하여 발표하였다116). 합
의 내용은 역내 위기 발생 시 통화스왑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
이었는데 이때의 합의는 치앙마이에서의 제안이라는 의미로 치앙마이 이
니셔티브(CMI)라 칭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CMI의 전개과정 속에서 아세안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CMI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CMI가 확대되어 가는 모습에서아세안
의 역할에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CMI 즉 국제금융통화체제
의 개편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주도적이고 중심적으로 건설과정에 참
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1997년 발표한 ASEAN Vision 2020, 그리고
1998년 발표한 하노이 선언이 아세안의 그러한 뜻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도적이고 중심적으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있
어 활동하겠다는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아세안은 가장 먼저 CMI의
필요성을 삼국을 초청하여 논의하고 정상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토대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CMI에 필요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CMI는 국가 간의 통화스왑으로 자국의 통화를 외국통화와 교환하는
계약을 뜻한다. 다시 말해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끼리는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혹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자국통
화를 담보로 역내 국가로부터 일정 시점에서 결정된 환율로 외국통화를
http://www.asean.org/news/item/address-by-premier-zhu-rongji-of-the-people-s-republic
-of-china-at-the-third-asean3-informal-summit-28-november-1999:최종검색일
(2015.5.13.)
116)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6
May 2000, Chiang Mai, Thailand 참조
http://www.mof.go.jp/english/international_policy/convention/asean_plus_3/20000506.htm:
최종검색일(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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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가는 통화스왑 계
약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외국통화를 차입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이
자와 함께 이를 다시 상환하게 되는 구조이다117).
CMI의 개념은 아세안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졌다118). CMI는 아세안
스왑협정(ASEAN Swap Arrangement: 이하 ASA)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ASA는 1977년 아세안이 설립되었을 때의 설립멤버인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의 국가들이 체결한 스왑협정을 뜻한
다. ASA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단기유동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그러나 ASA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제대로
지원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아세안은 ASA를 확장하여 아세안과 삼국 사
이에서 양자 간의 협정의 형태로 체결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에 미
리 설명하여 미국의 방해 없이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미
국 호놀루루(Honolulu)에서 모인 아세안과 한·중·일 삼국의 재무장관들
은 CMI의 주요 구성중 하나인 ASA를 당초의 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대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
다.119)
2002년 미얀마에서 모인 아세안 재무장관들은120) 일본과 먼저 3개
의 BSA를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 일본과의
BSA를 체결하고 뒤이어 태국정부가 중국과의 BSA를 체결하였다. 이와 함
께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의 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2002년에 아세안과 한·중·일 삼국은 먼저 체결한 6개의 협정 이외에 8
개의 BSA 체결을 협상하며 추가적으로 논의를 확장시켜나갔는데 논의가
진전되면서 회원국 간에는 CMI의 규모가 위기를 진압하기에 작다는 문제
점이 제기되며 규모를 확장할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재무장관들은 CMI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117) http://www.asean.org/archive/17905.pdf(최종검색일:2015.5.7.)
118) http://www.asean.org/archive/17902.pdf:최종검색일(2015.5.8.)
119)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Honolulu, USA, 9 May 2001 부록 참조
120) Joint Ministerial Statement Sixth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5-6 April
2002, Yangon, Myanmar 부록 참조

- 83 -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 뜻에 따라 200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121)에서 CMI의 규모를 당초 170억달러에서 315억
달러로 증가시키고 BSA체결도 6개에서 12개로 증가시켰다. 또한 2004년
제 7차 아세안+3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 규모를 365억불로 늘리고 2005
년 제 8차 아세안+3차 재무장관회의에서 750억불까지 규모를 늘리게 되었
다. 이렇듯 CMI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삼국에게 CMI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었고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아세안이 회의
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위치를 삼국에
게 전략의 축(pivotal role)의 역할로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문서화하였다.
<표-3>은 2007년 기준으로 삼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양자통화스왑
체결 현황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이는 2009년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양
자통화스왑체결 현황과 동일한 것122)으로 표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총 17건의 스왑협정 중에 3건만이 삼국간의 양
자통화스왑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14건이 한·중·일 삼국과 아세
안과의 통화스왑협정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
인 할 수 있는데 첫째, 강대국 간의 스왑은 동등한 형태의 규모와 내용으
로 잠재적 위협을 분산하고자 하는 균형의 형태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즉, 일본과 중국 간에는 각자 자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스왑협정이 체결되
고 상호간에 동등한 규모인 3억 달러의 규모로 체결하였다.
둘째, 일본과 아세안, 중국과 아세안의 스왑협정은 달러를 기준으로
스왑협정이 체결되고 양방향간의 스왑이 아닌 일본과 중국이 아세안국가
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스왑형태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이
일본과 한국과 체결하였던 통화스왑협정에서 일본의 경우 3억 달러, 한국
의 경우 4억 달러의 규모로 동등하게 교환하는 협정을 맺은 반면 아세안
국가의 경우엔 해당 나라의 화폐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일방적
121)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7
August 2003, Makati, Philippines 부록 참조
112) 2009년 BSA 체결 현황, 일본 재무성 2009년 발표 자료 참고.
http://www.mof.go.jp/english/international_policy/financial_cooperation_in_asia/cmi/CMI_0
904.pdf:최종검색일(2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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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환해주는 형태를 이루어 체결하였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는 상호교환의 형태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상대 국가인 아세안 국가가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통화스왑의 규
모는 일본이 제공해야 할 스왑규모에 비해 절반이거나 절반에도 못 미치
는 규모로 체결이 되었다. 또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시 계약을 체결한
상대국, 즉 한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자국의 통화를 담보로 달러를 얻어
낼 수 있는 구조로 체결이 되었다. 이러한 계약은 미래에 닥칠 위기, 즉
유동성이 부족하여 위기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에게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
락한 자국의 통화로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달러를 얻어 경직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아세안에게 매우 유리한 조
건으로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자 금융통화
협력의 단초가 되었던 CMI의 형성과 전개의 과정에서 아세안이 기존에
갖고 있던 ASA의 개념에서 확대하여 구성하였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
로 체력이 좋은 아세안 5개 국가에게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비해 많은 배
려를 한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MI의 체결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이 동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었던 한국에 비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호혜적으로 스
왑의 형태를 구성해주었고 CMI의 구성에 있어서 내용과 개념도 아세안의
제안에 따라 ASA에서 확장된 형태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아세안중심성
이 점차적으로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시작에서부터 자신의 역할을 삼국에게 끊임없이 주도적이고 중심
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지시키고 자리매김하려 노력하는 것을 통해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과 중국과의 스왑협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아세안 국가들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국력 면에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체력이
좋은 지역강대국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금융 및 통화의 위기가 특성상 전
염성이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세안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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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를 포함하지 않은 스왑협정은 위기의 발발시 전
염효과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단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에 들어 아세안이 강조하고 있는 아세안 내부 통합의 문제를 부각
시켰을 뿐 아니라 제도로서의 효력도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
러나게 하였다.
CMI는 논의가 확장될수록 내용적인 측면123)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
점을 드러냈다. CMI는 두 국가 간 양자스왑협정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이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국가가 체결한 상대
국가와의 계약에서 유동성을 충원해야했다. 또한 교환거래에 따른 이자율
등 다른 일체의 조건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체결이 되었
다124). 따라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국가는 자국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
국가에게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자금을 조달해야했다. 이는 장차 아세안
국가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시 10개의 국가가 합을 이루어 하나의 힘으
로 대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하나의 개별국가가 한·중·일을 상대로 자
금조달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실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제휴
형태로서 언제든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이해관계가 설정될 수 있
는 비대칭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2005년 제 8차 아세안+3재무
장관회의에서 CMI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집단의사결정의 절차를 통해 집행
하는 것을 제안하며 아세안중심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125). 이에 따라
2006년 제 9차 아세안+3재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과 삼국은 집단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스왑거래를 실행하는 의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모든 스
왑을 제공하는 국가는 양자 간 스왑협정을 맺고 있는 어느 상대국가에게
든 유동성위기를 맞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제공해

123) CMI의 개요에 관한 아세안 공식 문서 참조
http://www.asean.org/archive/17902.pdf:최종검색일(2015.5.8.)
124) 아세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CMI와 관련된 문서 어디에도 BSA를 체결
한 일본, 중국, 한국 중 어느 국가와의 계약도 교환거래에 따른 이자율 등 다른 일
체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25)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04 May 2005 Istanbul, Turkey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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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합의를 끌어내게 된 것이다126).
또한 자금지원결정조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유동성 위기가 닥칠
시에 교환할 수 있는 자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기에 직면한 국
가, 즉 아세안 국가가 IMF의 프로그램을 수용할 시에만 가능하도록 구성
되었기에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CMI가 다자화 되는 과정 속에서 IMF와의 연계성을 90%에서 80%로 줄이
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표를 통해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바로 BSA의 효력 개시일이
다. 대부분의 효력 개시일이 2000년 이후로 2005년까지 개별국가끼리의
계약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2000년에 처
음 CMI를 논의 한 이후 양자 간의 체결이 대부분 개별 국가 간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약이 천천히 이루어져 언제라도 위기가 발생할시 계약
이 체결되기 이전, 혹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늦어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 간의 선택과 합의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
정된 BSA의 체결이 국제금융레짐으로서 얼마만큼 작동해 줄 것인가의 문
제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중국, 일본과 계약을 채 완료하지 못했거나 계약을 하지 못했
을 경우 더 나아가 합의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CMI의 체결을 통해
앞으로의 자국에게 닥칠 위기를 대처하기엔 미흡한 면이 너무나 많은, 즉
자국의 경제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CMI제도의 향후
방향성에 있어 개선해야할 점들을 부각시켰고 그 가운데 아세안 국가 10
개를 모두 포함하여 아세안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국의 경제안보를 지켜
내고자 하는 방향의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CMI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시적으로 주목할 만한 아세안중심성은 CMIM에 비해
강하게 발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아세안중심성이 형성되는 단초를 제공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MI의 논의가 확장되는 가운데 CMIM의 형성과
126)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9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04 May 2006 Hyderabad, India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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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개과정을 통해 아세안중심성의 심화 및 발전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
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표-3> CMI 양자 스왑협정 체결 현황(2007년 7월말 기준)

BSAs

통화

효력개시일
/만기일

규모(단위:10억 달러)

일본-중국

엔-위엔,
위엔-엔

2002.3.28./2
006.3.27

3.0(상호간)

달러-원,
달러-엔

2006.2.24./2
009.2.23

10(일본-한국)
5.0(한국-일본)

엔-원,
원-엔

2005.5.27./2
007.7.3

3.0(상호간)

일본-한국

일본-인도
네시아

달러-루피 2005.8.31./2
008.8.30
아

6.0(일본-인도네시아)

일본-말레
이시아

달러-링키 2001.10.5./2
007.10.4
드

1.0(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필리 달러-페소, 2006.5.4./20
09.5.3
달러-엔
핀

6.0(일본-필리핀)
0.5(필리핀-일본)

일본-싱가
포르

달러-싱가
2005.11.8./2
폴달러,
008.11.7
달러-엔

3.0(일본-싱가포르)
1.0(싱가포르-일본)

일본-태국

달러-바트, 2007.7.10./
달러-엔
-

6.0(일본-태국)
3.0(태국-일본)

중국-한국
중국-인도
네시아

위엔-원,
원-위엔

2005.5.27.
/2007.6.23

달러-루피 2006.10.17/
2009.10.1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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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상호간)

4.0(중국-인도네시아)

중국-말레
이시아

달러-링기 2002.10.9./2
005.10.8.
트

중국-필리
핀

위엔-페소

2007.4.30./2
010.4.29.

2.0(중국-필리핀)

중국-태국

달러-바트

2001.12.6./2
004.12.5

2.0(중국-태국)

한국-인도
네시아
한국-말레
이시아

1.5(중국-말레이시아)

달러-루피
2006.12.27./
아,
2009.12.26
달러-원
달러-링기
2005.10.14./
트,
2008.10.13
달러-원

2.0(상호간)

1.5(상호간)

한국-필리 달러-페소, 2005.10.17./
2007.10.16
달러-원
핀

1.5(상호간)

달러-바트, 2005.12.12./
2007.12.11
달러-원

1.0(상호간)

한국-태국

출처:

Masahiro

Kawai

and

Cindy

Houser(2007),“Evolving

ASEAN+3

ERPD:Toward Peer Reviews or Due diligence?”,Discussion Paper,NO.79,
ADB Institute

2) CMIM의 형성, 심화, 확대를 둘러싼 아세안중심성 분석

CMI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CMI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확장되며 하나씩 해결되 나가기 시작하였다. 2005년 제 8차 아세
안+3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127). CMI의 효과성에 대해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서 CMI의 문
127)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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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지적되었던

IMF 비연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문제와 통화스왑의

규모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먼저 회원국들은 CMI의 규모를 종전의 365억
달러의 스왑규모에서 거의 2배인 790억 달러로 확대하여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통화스왑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훗날 아
시아 공동의 통화자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IMF 비연계 지원비율을 종전의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위기시 신속한
자금조달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삼국과 함께 국
제금융통화체제의 개편에 있어 세계금융통화의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IMF와의 연
계비율조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2007년 제 10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좀
더 발전되기 시작하였다128). 우선, 2005년 회의를 통해 CMI가 다자화로
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 된 이후 2006년 인도
에서 개최된 제 9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위기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자금지원체제를 완성시키며 CMI의 다자화를 추구하기 시작
하였다. 앞서 CMI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CMI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2006년 회의를 통해 개선안이 발표되었는데 위기가 발생할 시 한번의 요
청에 의해 관련된 모든 자금지원국들이 지원을 결정하여 필요금액을 동시
에 지원하는 집단의사결정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로서 아세안은 CMI의 초
기 형성과정에서 지적되었던 개별 국가 간의 합의수준에 따라 지원결정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CMI는 다자화의 길로 나아가
게 되었다.
2007년에 들어 아세안은 CMI를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제로 마련하기
위해 아세안+3의 각 회원국이 외환보유액을 각자 출자하여 단일의 공동펀
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다. CMI는 개별국가간의 계약
으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간의 계약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언제든 파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
Istanbul, Turkey, 4 May 2005 부록 참조
128)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10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5 May 2007, Kyoto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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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CMI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삼국을 결박하여 법적 구속력
을 갖는 단일의 다자간 협약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2007년 제 10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단일의 공동펀
드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29). 합의된 단일의 공동펀드
의 자원조달은 각 회원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은 각자
의

중앙은행이

직접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Self

managed

reserve

pooling)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로써 아세안은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때 자금의 지원을 보다 더 확실히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단일의 공동펀드는 2008년 제 11차 아세안+3 재무장
관회의를 통해 CMI 다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130). 우선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공동펀드의 규모를 800억 달러 이상 마
련하고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의 분담비율을 우선적으로 정하였다. 분
담비율을 아세안 20%를 분담하고 남은 80%를 한·중·일이 의논하여 추
후 분담비율을 삼국 간에 나누는 것으로 조정하고 회의를 마감하였다.
2008년의 회의를 계기로 CMI의 다자화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하
며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나라별 분담금131), 자금지원을 향한 구체적인 의
사결정방식, 차입한도, 기타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포함한 CMIM의 세부이
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아세안 국가들은 CMI의 형성과정에서 삼국과의 회의를 진행하
는 동안 아세안 내부 통합의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내 위기를 진압
하기 위해서 자금 규모의 확대 및 회원국의 확대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아세안의 노력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는 바로 앞
선 CMI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을 위해 회원국 13

129)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10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5 May 2007, Kyoto 부록 참고
130)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11th ASEAN Plus Three ASEAN Ministers
Meeting Madrid, Spain, 4 May 2008 부록 참조
131) 당시 한국, 일본, 중국은 서로 분담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주장하여 합의를 못보
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세안 역시 삼국을 상대로 20%의 분담금은 확보하여 정하였
지만 아세안 내부의 10개국 간의 비율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91 -

개국의 합의하에 2009년 발리에서 체결된 이후 2010년 3월 발효가 되어
한 번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의 결과에 도달하였다132). 치앙마이 이니셔
티브 다자화의 내용과 의의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그 내용과 세부사항이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아세안중심성 경향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 많은 국제제도의 향방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해볼 때 CMIM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비해 많은 것을 지불하고 희생하
는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앞서 설명하였던 2008년

제 11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133)는 CMI

의 문제를 극복하고 단일의 동아시아 공동펀드를 창설하여 CMI를 다자화
하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향들에 합의를 이뤄낸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2007년 도쿄회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분쟁이 되어
왔던 의사결정체제, 분담금 배분 및 투표권 행사 등의 주요 내용들에 대
해 아세안과 삼국간의 타결을 보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회의의 진행과
구성에 있어 아세안중심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아세안중심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첫째, 회원
국의 확대이다. 우선 CMI에서 아세안 국가 중 스왑협정이 되지 못했던 아
세안의 빈국,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브루나이 등이
포함되어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의 10개 국가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수혜를 받았다.
둘째, CMIM의 제도를 구성하는데 있어 회원국간에 가장 뜨거운 분
쟁을 야기했던 분담금 배분 및 투표권 행사의 구성이다.

<표-4>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세안중심성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은 전체 분담금의 각 32%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홍콩
을 제외하면 0.5의 배수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0.5의 배
수만큼 인출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 아세안 10개 국가의 인출배수를 보면
10개 국가가 하나로 지불하는 분담금이 480억불, 전체의 20%인데 비해 인

132) The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12th ASEAN Plus Three Finance Ministers’
Meeting Bali, Indonesia, 3 May 2009 부록 참조
133)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11th ASEAN Plus Three ASEAN Ministers
Meeting Madrid, Spain, 4 May 2008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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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는 배수는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지역 강대국이자 부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기준으로 2.5의 인출배수
를 획득하였으며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빈국인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이 인출할 수 있는 배수는 5이다. 이러한
구조는 여타의 국제제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구성으로 약소국일수록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는 모두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유사한 국제제도의 경우라 할 수 있는 IMF의 경우 경제력이 높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다수 국가들이 IMF의 투표권한에서 과대대표로 되
어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국내총
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하 GDP)와 외환보유고를 기준 삼아 CMIM
에서의 분담금 배분과 투표권 행사의 구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2008년

제 11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M에서의 논쟁이 되

었던 대부분의 쟁점들이 합의를 이루게 되는 시점에 아세안의 GDP나 외
환보유고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삼국에 비해 현저히 약한 수치를 갖고 있
었기에134) 분담금의 배분에서 아세안이 경제력의 논리를 내세워 아세안중
심성을 추구하여 최종결과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나갔을 것이란 추
론은 어렵다. 따라서 아세안의 입지, 즉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
군사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아세안의 입지를 삼국 사이에서 지키고 유
지해나가겠다는 맥락에서 아세안중심성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입지가 가장 열악한 분야 중 하나인 금융통화협력의 분야에서
꾸준하게 아세안중심성을 관철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다.
분담금의 배분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투표권 행사이다. 투표권 행사
의 문제는 <표-5>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현재
CMIM이 작동하는 의사결정방법은 아세안의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아세안의 의사결정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근본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는 구조의 변경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제를 도입하였
134) 2007년 말 세계은행자료 참고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최종검색일(2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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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13개 회원국 모두의 전원합의에 의해 CMIM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하나라도 마음이 바뀌어
제도의 향방을 바꾸고 싶다면, 다시 말해 분담금의 규모를 다시 조정하길
원하던지 혹은 투표권행사 비율을 조정하고 인출배수 부문을 자국에게 유
리하도록 힘의 논리를 앞세워 압박을 할 경우 회원국 13개중 하나의 국가
라도 반대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사안으로 정해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의 총 규모, 각
회원국의 분담금, 분담금 대비 수혜금액의 배수, 탈퇴한 회원국에 대한
재가입, 새로운 회원국 가입 검토, 자금 지원 조건 등 근본적인 사안으로
정해진 내용들 모두 제도의 향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
인 사항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안의 주요 내용들을 결정
하는 방법을 전원합의라는 의사결정방법을 사용하도록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 찬성한 것은 아세안 10개국이라는 다수의 회원국의 입장을 중심으
로 내린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수결의 의사결정을 따르고 있는 자금지원관련 사항을 살펴
보면 상당히 흥미롭다. 경제위기가 발생할시 어느 국가에게 자금을 지원
할지의 여부, 자금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만기의 연장 여부, 그리고 그
국가의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Default)선언 여부를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가 발생할 때 아세안은 한 개의 국가가 아닌
10개의 국가가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수결일
경우 아세안 국가의 결정이 자금지원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자금지원 및 국가의 채무이행 부분에 있어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아
세안 10개 국가라는 다수의 회원국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포섭해야함을
의미한다. IMF등 여타의 큰 국제기구들이 제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힘의
논리에 따라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국가가 가장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정은 제도의 무게중심을 아세안 중심으로
진행시키고 구성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시혜적인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베풀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단순 논리로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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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금융통화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향후 누가 주도권을 잡
을 것인지, 즉 힘의 향방을 가름 짓는 문제와 상통하기에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국가에게 그리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적 실력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중
국과 일본의 경쟁, 즉 양국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균형을 이루고자 했
던 아세안의 전략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밖의 외부 국가들과 관계
를 맺을 때 주된 추진력이자 원칙인 아세안중심성을 꾸준히 추구하고 관
철시키고자 노력하여 만들어 낸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세안이
삼국과의 회담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아세안의 중심역할에 대해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다시 말해 삼국이 아세안의 중심 역할에 대해 반
감을 드러내거나 혹은 아세안의 중심역할을 벗어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
성될 경우 거센 반발과 압박으로 대응하여 삼국에게 자신의 역할을 보장
받아 얻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135).

또한 아세안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아세안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의견이 삼국으로부터 제시될 때 10개
의 아세안이 하나가 되어 반대의 뜻을 표명하거나 설사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의 국가만이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아세안의 방식(ASEAN
WAY)에 따라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입장을 같이 함으로써 아세안중심성
을 지켜나갔다.

135) 삼성경제연구소 전 수석연구원 박번순은 2015년 5월 12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경험을 밝혔다. 그는 2012년 EAVGⅡ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
국 측 대표단의 전문가로서 아세안+3회의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한국은 의장국으로
서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었는데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이 중
심이 되는 역할 (EAVGⅡ보고서 P.11,P.14 참고)에 대한 문구나 아세안중심성에 대
한 문구 (EAVGⅡ보고서 P.26 참고)를 넣지 않고 작성해보려 하였으나 아세안 측이
거센 반발을 하며 아세안의 역할과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문구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저지 하지 못하는 중국, 일본의 태도로 인해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문구를 보
고서 상에 작성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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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CMIM 최종 결과
한국

중국*

일본

분담금 규모
(비중)

384억 불
(16%)

768억 불
(32%)

768억 불
(32%)

인출배수

1

0.5
(홍콩 2.5)

0.5

인출가능규모 384억 불
투표권 행사

405억 불

14.8%

아세안

계

480억 불 2,400억 불
(20%)
(100%)
(Big 5) 2.5
(Small 5) 5

384억 불 1,262억 불 2,435억 불

28.4%

28.4%

28.4%

100%

* 홍콩포함(홍콩 분담금 84억 불, 인출가능금액 63억 불)
(홍콩은 IMF 미가입으로 비연계비중(30%)만큼만 인출가능), 출처: 기획재
정부 보고자료 (2014) 및 제 12차 아세안+3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136) 참고

<표-5> CMIM 의사결정 방법
구체적 내용

의사결정 방식

근본적인
재검토(총규모,분담금,분담
사안
금 대비 수혜금액배수),
합의제
(Fundamental 재가입, 회원가입, 자금지원
Issues)
조건 등
자금지원
자금지원,
관련 사안
다수결
만기연장(Renewal),
(Lending
Default선언
Issues)
출처: 기획재정부 보고자료 (2014) 참고, “제 12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결과137)”

136)http://www.asean.org/images/archive/22536-attachment.pdf:최종검색일(2015.5.13.)
137)http://www.asean.org/images/archive/22536-attachment.pdf:최종검색일(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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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싱가포르의 이센룽 총리는 2007년 11월 아세안정상
회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헌장(ASEAN CHARTER)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역동적인 아시아의 심장으로, 하나의 아세안을 강조하며 아세안중심
성을 선언하였다138). 이러한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이 역내 협력의 질서
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중심점(pivot)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
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이슈에 있어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한다는 전략에는 세 가지 기
본적인 방향이 있었다. 아세안 국가들의 아세안중심성 추구는 1997년
ASEAN Vision 2020, 1998년 하노이 선언 등을 통해 그 방향이 구체화 되
었는데 첫째, 10개의 모든 아세안 국가가 제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제도의 내용면에 있어서 약소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국력차이를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여 제도를 형성해야한다는 점, 셋째, 제도의 중요
기관이나 운영에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MIM의 경우 2004년 아세안 국가 내 CMI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은 후 2006년 5월 아세안 및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첫 논의가 시작되었다. CMI이후, 아세안 플러스 삼국의 논의
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우선, 중국과 일본의 역내 제도 건설에 있어
서 최초부터 시작된 미묘한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이들 국가 간의 대화
단절이 존재했다139).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도 2005년 초 야스쿠
니 신사문제와 역사 교과서 문제로 악화되어있었으며 이들 삼국간의 관계
를 원활히 이어줄 중개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138) Chairman’s Statement of the 13th ASEAN Summit, “One ASEAN at the Heart
of Dynamic Asia” Singapore, 20 November 2007 참조
http://www.asean.org/news/item/chairman-s-statement-of-the-13th-asean-summit-one-a
sean-at-the-heart-of-dynamic-asia-singapore-20-november-2007:최종검색일
(2015.5.11.)
139)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전 수석경제연구원인 박번순은 일본 측의
대표와의 만남을 갖었던 경험에 대해 밝혔다. 일본 측 대표는 일본이 최초에 미야
자와플랜이나 AMF의 제안이 실패했던 원인으로 중국과의 의사소통이 사전에 미리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꼽았다고 한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역내 협력의 과정에서
두 국가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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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느슨한 연결 관계는 1997년 ASEM 재무장관에서 일본에
의해 제기한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거절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역내
제도 설립에 있어 서로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한 양국은 CMI체결에 있어
서도 경쟁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맺게 되었다.
그러나 CMI가 실제 외환 유동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위기관리 기
제로서 준비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아세안의 내부 문제, 즉 아세안의
빈국 5개국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자 아세안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은 기존의 양자 간 통화스왑협정을 2005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당시
365억 달러규모에서 스왑규모를 2배인 750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회
원국에게 합의를 끌어내며 회원국 확대를 위한 기초를 세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국이 자신이 맺은 계약과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방식에서 공동결정과 공동지원으로 방식을 바꾸게 하여 통화스왑
의 확대를 끌어내게 된다140)
한편, 중·일 경쟁구도 아래 아세안은 2005년 제 8차 아세안+3 재무
장관회의에서 국제금융질서의 축 역할을 하는 IMF에 경제규모와 세계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턱없이 낮은 쿼터를 긴급히 재조정해달라며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자금 실행 면에서 IMF와의 연계를 90%에서 80%로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90%를 원한 반면 아세안
의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쿼터를 아예 제거하거나 50%까지 하향조정해달
라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141) 세계 금융질서의 한 축인 IMF에 대안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질서의 중심점으로의 면
모를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도쿄에서 개최된 아세안+3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을 상대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본 제도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제안을 하
며 더욱 아세안중심성을 공고히 구축한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
최된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의 이센룽(Lee Hsien Loong) 총리는 한
140)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9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04 May 2006 Hyderabad, India 부록 참조
141) Grimes 2009(a),pp.91,2009(b),p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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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국, 일본을 각기 상대로 동남아시아 내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국가
간 발달 격차를 줄이는 노력에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약속 받았는데 이는
아세안에서 부국인 5개국뿐 아니라 빈국 5개를 모두 포함한 10개국 모두
가 회원국이 되어 제도를 구성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CMIM의 기본방향도 합의가 이뤄졌는데 첫째, 회원국의
구성에 있어서 2008년 5월 아세안 10개 국가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합의
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둘째, 분담금의 배분에 있어서 아세안 10개 국가
와 한, 중, 일 삼국의 비율을 2:8로, 경제력이 약한 아세안 국가들의 국력
을 고려한 것으로 총 800억 달러를 마련하게 된다142) 또한, 분담금의 배
분 구조를 아세안이 먼저 분담금의 20%를 배분하고 나머지 80%를 삼국이
알아서 나누게끔 구성함으로서 아세안중심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
와 같은 구도는 세계질서의 한축인 IMF와 같은 국제제도에서 조차 좀처
럼 보기 힘든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외교의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142) 2007년 싱가포르 아세안+3 정상회담 의장성명서 참고
(http://www.asean.org/news/item/thirteenth-asean-summit-singapore-18-22-november-20
07:최종검색일(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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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ABMI 및 감시체계의 형성, 심화, 확대를 중심으로

1) ABMI(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전개과정을 둘러싼 아세안중심성
분석

앞서 <표-1> 아세안과 삼국 재무장관회의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ABMI의 발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아시아채권시장 육
성방안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
극적 참여로 긴급유동성 제공의 필요성만큼의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CMI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역내 경
제·금융의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아세안 국가의 재무장관들과
삼국의 재무장관은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아시아채권시장에 관한
논의가 역내 금융통화시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립되기 시작하였
다.
2003년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6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
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삼국은 역내 채권시장을 육성하고 강화시키는 방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였다143). 이는 동아시아의 저축되어있는 많은 투자자금들, 즉 동아
시아의 자본의 활용은 동아시아에서 활용하자는 의식과 함께 동아시아의
채권시장이 서구의 채권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덜 발달하였기에 단기 해
외 차입에 따른 만기 불일치의 문제와 통화불일치에서 오는 이중불일치의
위험에 언제든 노출되어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국가들 간에
이러한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채권시장에 대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143)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7
August 2003, Makati, Philippines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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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되는 2003년까지 왜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걸까. 아세안의 입장에
서 아시아채권시장에 대한 논의는 CMI의 논의에서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
선 보다 큰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아시아채권시
장에 대한 논의는 CMI의 논의보다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들을 필요
로 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당장의 긴급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것 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아세안은 당장의 긴급유동성을 확보하는 의제에 집중하
는 한편 아시아채권시장의 육성방안에 대합 협력의 논의에는 다소 소극적
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144).
아세안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프라 구축의 문제 때문이었다.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문제는 상당
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component)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강하고 신용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유가 증권 발행 및 거래의 독립적인
규제자와 제대로 된 규정, 보장기관, 신용평가 기관, 잘 발전된 보조 채권
시장과 효과적인 자산 관리 기업, 협력적이고 발전된 법적 시스템과 결
제·관리 시스템, 장기 증권을 구입하는 자연적인 소비자들의 기초가 잘
발전된 시장 구축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채권유통
시장의 발전을 위한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
은 정상급이나 재무장관급을 넘어선 실무차원의 실질적인 논의들을 필요
로 하였고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CMI의 논의들에 비해 아세
안 국가들 뿐 아니라 역내 국가인 중국에게도 큰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였
다.
그리하여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는 2003년에 들어

144) 전(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이자 현(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인 이선진은
2015년 5월 15일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세안이 회담의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
를 진행시킴에 있어 아세안이 잘 모르는 영역, 즉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의
제선정에 대해서는 의제의 논의를 회피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1997년 IMF구제금융개혁안 실시에도 IMF의 구제 금융 개혁안을 믿고
진행하였다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되었던 경험을 상기하며 금융통화협력의 분
야에서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자신이 없는 영역
에 대해서는 의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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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6개의 실무작업그룹((WG:Working Group)이 형성되며 본격적으로 추
진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145). 실무작업그룹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로 나뉘어 신증권화 채권개발, 지역통화표시 채권 발행, 신용보
증 및 투자기구, 신용평가와 정보보급, 외환 거래와 결제, 그리고 기술지
원의 이슈로 나누어 각기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
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의장국을 맡아 진행하게 되
었다146).
그러나 2003년 실무작업그룹이 형성되어 ABMI의 강화방안을 위한
추진체계가 진행되었지만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국내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
는 역내 채권시장의 육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관여하였다. ABMI의 금융표
준이 글로벌 금융표준에 준거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 경제 기
반이 그러한 표준을 따라가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147). 따라
서 2004년 제7차 아세안+3재무장관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ABMI의 논의는 2005년 제 8차 아세안+3재무장관회의 전까지 낮은 수
준의 협력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시 아세안은 아세안중심성을 발휘하여 역내 아시아 채권시장 육
성방안을 추진하기에는 아세안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
나이 등 아세안 내부적으로도 너무 취약한 경제기반을 가진 국가들이 있
었고 그나마 아세안 내부에서 체력이 강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역시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적으로 취약한 경제
기반을 갖고 있었기에 채권시장과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도 아세안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도 채권시
145)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7
August 2003, Makati, Philippines 부록 참조
146) Chairman’s Press Release 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참고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chairman-s-press
-release-on-the-asian-bond-markets-initiative:최종검색일(2015.5.14.)
147) 2003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의 기록을 보면, ABMI의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과 필요한
연구를 통해 ABMI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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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육성에 있어 국내적으로 취약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었기에 채권시장
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중국의 채권시장규모
는 2010년 발행 잔액 기준으로 2조 6,000억 달러로 미국의 25조 달러, 일
본 9조 8,000억 달러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그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전
체 GDP 대비 비중이 50% 수준에 불과하기에 전체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낮다. 또한 APT체제 안에서 GDP대비 발행 잔액을 대비
해보아도 중국은 50.7%, 일본 198.4%, 한국 115.2%, 말레이시아 98.6%, 태
국 66.8%등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148). APT체제가
1997년 구성된 시점부터 중국의 채권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에 있지만 여전히 역내 다른 강대국인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채권시장을 육성하는데 있어 자국
의 영향력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측면을 인지하고 채권시장 육성과 관련
된 현안에 있어 자국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을 구속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좋은 기회로 인식하
였다149). 이미 채권시장과 관련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일본에게 중국
은 잠재적 위협으로 장차 앞으로의 채권시장을 장악하고 강력한 외환보유
고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을 선도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
아 외환위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엔 경제권을 구축하고
자 하였다.150) 일본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중의 하나로 불완전한 달
러의 의존 체제를 제기하며 이에 계속적으로 의존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의 통화위기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라 주장하며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독자의 국제통화 금융체계를 구축해야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일본 대장성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151) 아
시아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미 달러화에 편향된 국제금융시장의 경직성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경제를 묶는 지역통화의 개발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미달러 중심의
148) 박복영외,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2011, pp.3-7
149) Grimes 2009b, pp.11
150) 강태훈 2000, pp.2-35
151) 1998.6.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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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뿐 아니라 아시아권을 일본엔화의 영
향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은 동아시아 내 채권시장의 발전과 관련
한 현안들에 집중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채권시장에 관한 논의는 금융 및 통화분야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채권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currency)와 관련 된
것으로, 훗날 동아시아 지역 내 어느 국가의 화폐가 지역의 화폐가 될 것
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강력한 추진
의욕을 보이며 채권시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온
적인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반응으로 2005년까지 아시아채권시장에 관
한 논의는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였다.

<표-6> 2003년 ABMI 추진체계

FG: Focal Group
WG1(의장국:태국)
신증권화 개발
· 원천징수세 면제 채권
· 증권화된 채무상품 발행

WG4(의장국:중국)
MDB와 정부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지역통화표시 채권발행
· 국외 발행자에 의한 지역통화표

· 다국적 통화표시채권에 대한 연구

시 채권발행의 국가사례연구

WG2(의장국:한국, 중국)
신용보증 및 투자기구
· 아시아지역 보증과 투자 매커니즘

WG5(의장국: 싱가포르, 일본)
신용평가와 정보보급
· Asian Bonds Online Website
· 아시아 지역 CRA와의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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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6(의장국:인도네시아,
WG3(의장국:말레이시아)
필리핀,말레이시아)
외환 거래와 결제
· JAFTA를 통한 기술지원
· 아시아지역 청산 및 결제 매커니즘
· 실제 기술지원 수요에 대한 평가
· 역외 채권투자 및 발행 장애요인
출처: 신인석 외,「역내 예탁결제기구(RSI)설립과 우리나라의 역할 전망」,
한국채권연구원, 2010 및 아시아채권시장 육성방안에 대한 아세안 공식
의장 성명 참고152)

<표-6>을 살펴보면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에 각 실행그룹에 있어
일본보다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를 위주로 의장국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ABMI은 논의 당시부터 미온적인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부터 관심을 끌어 어떻게 하면 ABMI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가 이슈였
다. 일본은 ABMI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이러한 제휴
를 통해 중국을 결박하고자 하였기에 중국이 원하였던 신용보증과 관련된
분야의 의장국을 내어주며 중국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또한 아세안의 경우 당초 소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부국인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
국이 공동 의장을 맡아 아세안중심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채권시장 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비록 아세안은 CMI에 비해 소극적으로 처음에 뛰어들었
지만 논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중심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먼저, 태국의 경우 2000년 수파차이 부총리(Supachai Panitchpakdi)
는 동아시아 내 지역 금융 및 통화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가 전략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혹은 국제통화기금에 의
지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지역협조에 의존해야한다.”153) 이러한 의사
152)
Chairman’s Press Release 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참고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chairman-s-press
-release-on-the-asian-bond-markets-initiative:최종검색일(2015.5.6.)
153) “Thailand’s Financial Dilemma.” Nation(Bangkok), June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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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과 함께 지역 내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에 대한 구성을 제기하며 역내
에서 태국은 300억 바트 상당의 바트화 표시 채권에 대해 외국인 매입 시
원천과세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154)
또한 2004년 4월 아시아 10개 중앙은행이 제2 아시아 채권기금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총 10억 달러를 출자해 당분간은 태국 바
트화 표시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위해 태
국은 중국과 일본을 조율하고 바트화 표시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하게 만
드는 노력을 기울였다. 태국은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방안에 있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결과 구성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및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중국과 일본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아
세안중심성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155)
이와 같이 2004년까지 느슨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 오던 ABMI의 논
의는 2005년에 들어서야 조금 활력을 띄기 시작하였다. 2005년 제 8차 아
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과 삼국의 재무장관들은 ABMI의 로드맵
(Roadmap)을 설정하고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과 2006년에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한 ASEAN+3 연
구그룹은 회원국들의 채권시장 발전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시아 채권표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보다 활발하게 각종 민간 연
구단체와 정부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자본시
장발전이라는 테마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시아채권시장의 규범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156) 그러나 당초 로드맵에 걸고 있었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결과물 창출이 너무나 미흡하였고 실무그룹간의 협조 및 조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즉,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많은 방안들을 다수의 국가가 추진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154) 박번순,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삼성경제연구소, 2005), p11-44
155) Kusuma Snitwongse,“Thai Foreign Policy in the Global Age: Principle or
Profit?”, Contemporary Southeast Asia,Vol.23,No.2(2001): Thitinan Pongsudhirak,
“Thailand’s Foreign Policy in a Regional Great Game”, Chulalongkorn
University(2012): Kavi Chongkittavorn,“Thai diplomacy will be tested in 2013”,
The Nation(2012)
149)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20052006-asean3
-research-group-final-report-and-summary:최종검색일(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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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논의의 방향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창출하지 못한 채 2008년 회의
까지 진행되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의 발생은 채권
시장의 육성에 대한 논의를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큰 공감을 끌어내
게 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놀라운 성장력으로
일본의 GDP를 능가할 조짐이 보이게 되자 역내 국가들은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157) 이에 직접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뿐 아니라 아세안국가
들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ABMI에 대
한 논의는 다시 모멘텀을 찾게 되며 아세안과 삼국의 재무장관들은 2008
년 제 11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신로드맵을 만들며 ABMI의 논
의를 확장시켰다.
ABMI는 2008년 신로드맵이 구상된 이후로 점차적인 발전단계에 있
다. 신로드맵은 기존 로드맵에서 지적되었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대폭
이루어졌다. 즉, 너무 방대하게 펼쳐져 있던 중점과제들을 최우선 중점과
제들을 중심으로 그룹화하여 4개의 TF(Task Force)체제를 구성하고 각각
의 과제들을 그 4개의 추진체계 안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씩의 의
장을 맡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도록 효율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표-7>을 살펴보면, 독자적인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을 원했던 중국
은 채권의 공급파트를 아세안에서 채권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모
습을 보였던 태국과 공동으로 의장을 맡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행하는 수요의 역할은 일본과 싱가포
르가 공동의장을 맡게 되었다. 공급과 수요를 각 중국과 일본의 선호에
따라 맡고 이를 다시 아세안이 공동의장을 맡게 됨으로써 양 강대국을 견
제 및 균형 할 수 있고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삼국
이 하나의 중점과제에 의장을 맡고 있지만 공동의장으로 아세안 국가가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시아채권시장방안에 관해
157) 2008년 당시 GDP 1위 미국(14조2천43억달러), 2위 일본(4조9천93억달러), 3위 중
국(3조8천6백억달러)로 2007년에 비해 중국이 바짝 일본을 따라 잡고 있는 상황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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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유동성의 이슈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논의가 확장
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이 중심이 되지 못하거나 배제된 채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안에
서 아세안의 국익에 반대 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조율하려 하였
다158).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 전반을 살펴볼
때 아세안은 CMIM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의 자세를 두고 아세안
이 아세안 중심성을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논의의 진행과정
에서 아세안이 보이는 반대표결의사권 행사와 공동의장의 자리를 고수하
고자 하는 행동 등 아세안중심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면모들을
보였다. 따라서 ABMI와 관련해서는 아세안이 아세안중심성을 추구하여
가장 자신들에게 취약한 영역인 채권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삼국과의
협상에서 채권시장의 개방 시에 미래의 알 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8)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박번순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경제연구원은 아세안 국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의 국익과
관련 되서는 철저히 아세안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2012년 EAVGⅡ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제협력에 관한 문구 중 21항에서 아세안과 삼국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East Asia monetary fund를 작성하는데 있어 대문자로 작성하지 못
하게 한 것이 갈등의 소재였다. 동아시아통화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며
아세안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하였는데 유럽의 단일통화체제가 유럽의 개별국가
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향후 동아시아통화기금이 설치될 경우
아세안에게 미칠 영향력 측면에서 자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중심성을 잃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여 소문자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소극
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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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2008년 신로드맵(New Roadmap)
Task Force

구체적 내용

역할 및 과제

TF1: 공급
(중국, 태국)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CGIF, 2011년 10월)

아시아통화증권 발행
(Asian Currency Note,
2006-2011 약 6억 7천만불)

TF2: 수요
(일본,싱가포
르)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최
(Asia Bond Markets
Summit)

Asian Bond Online 운영

TF3:
규제개선
(일본,
말레이시아)

ASEAN+3 Bond Market
Guide완성(2012년 4월)

역내 표준화 채권발행 추진
(Asian Multi-currency
Bond Issurance Program)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추진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역내 신용평가사간 협력강화

TF4:
인프라구축
(한국,필리핀)

출처: 기획재정부 2008 보도자료 참고하여 정리함159)

2) 감시체계(Surveillance)의 전개과정을 둘러싼 아세안중심성 분석

감시체계에 관한 논의는 CMI의 형성과정에서 IMF에 연계된 비율을
축소와 관련되어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자금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155)http://mosf.go.kr/policy/policy06.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sub_cat
egory=131&hdnFlag=1&hdnDiv=214&&actionType=view&runno=83985:최종검색일
(2015.5.6.)
http://mosf.go.kr/policy/policy06.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sub_categor
y=131&hdnFlag=1&hdnDiv=188&&actionType=view&runno=83997:최종검색일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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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I의 발전을 위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논의가 천천
히 진행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는 논의는 IMF에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
는 논의의 단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CMI의 논의가 확장됨에 따라 CMI로부터 제공
받은 자금의 활용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주어진 이행조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역내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ABMI의 논의의 전개와 함께 감시체계
는 금융협력의 한 축으로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중요한 금융통화협력의 매
커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역내 국가들 간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논
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거시경제 상태와 정책에 대해 회원국 간의 투명
한 공유와 정보제공을 필수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CMI의 논의에 비해 아
세안 국가들과 중국에게 감시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
었다. 아세안의 경우 10개의 국가 모두 동일한 사회체제, 즉 민주주의 사
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모든 국가의 재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브루나이의 경우
왕정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각 국
가가 갖고 있는 정치체제와 역사배경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을 완전히 개
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주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의 국가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열악한 금융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
시체계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 즉 인적·물적 자원의 품질과 수준이 현저
하게 열악한 상태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에 논의 되었던 감시체계,
즉 동아시아만의 독자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논의와 관련되어 아세안
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의

감시체계는

ERPD(ASEAN+3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와 각종 Think-tank 네트워크, 그리고 2009년 최종 설립된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로 진행되어 왔다. ERPD
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의 불규칙성과 취약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금
융위기의 재발을 막거나 혹은 재발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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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사이에 각 국가 경제 상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책 담
론의 장으로 형성되었다160). 각종 Think-tank 네트워크는 감시체계에 필
요로 한 각 이슈에 대해 역내 국가들 사이에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
어진 네트워크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ERPD는 아세안+3체제 안에서 진행되며 아세안과 삼국의 재무차관
회의와 재무장관회의 때 개최되고 있는데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
이 모여 각국이 제출한 경제보고서를 통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 동향
을 살피고 점검하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
다. 2005년 아세안에 제출된 ERPD에 관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161)
ERPD는 참가를 원하는 국가들 간의 약속으로 법적 구속성을 띄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참가를 원하는 국가 간에는 세 가지 다짐, 즉
정보수집과 공유, 각국의 거시경제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사의 단계를 거치는 세 가지 수준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는 참가를 원하는 국가들끼리 자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듯 낮은 수준
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논의의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끌고 가다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상기
하며 역내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의 부재가 양산한 경제위기의 파
급효과를 또 다시 위협적으로 체감하며 감시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였다.
당시 ERPD는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라 다른 국가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나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08년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아세안 국가들은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상황에 대
160) 2005년, Institute
관한 정책 연구
(2015.5.16.)
161) 2005년, Institute
관한 정책 연구
(2015.5.16.)

for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가 아세안에 제출한 ERPD에
보고서 참조, http://www.asean.org/archive/17890.pdf:최종검색일
for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가 아세안에 제출한 ERPD에
보고서 참조, http://www.asean.org/archive/17890.pdf:최종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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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더구
나 CMI가 다자화 되는 과정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더욱 감시체계를 강
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
다.162)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함께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탄생하게 되었다.
AMRO의 경우, 2009년 발리에서 역내감시체계설립에 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 2011년 5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때
아세안은 역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된 AMRO가 싱가포르에 소재
하게끔 노력하였는데 이에 유치국으로서 싱가포르 정부는 필요한 모든 것
을 지원하여 본 제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또한 2007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모임에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공동경제설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master plan gui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이하 AEC) 제시하고 아세안 경제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
하였다. 싱가포르의 국제통화청은 이와 관련되어 중요한 분야가 거시금융
및 통화정책 분야라고 밝히며 싱가포르의 국제통화청이 이와 관련된 모든
협력분야에 관련된 주요 기관이자 행위자로 활동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포럼(The ASEAN Capital Market Forum,
Capital Market Development (WC-CMD), 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WC-FSL/AFAS),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WC-CAL) and Payments and Settlements
(WC-PSS))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지원과 함께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역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국, 일본, 한국을 상대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끌고 가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AMRO의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점은 국제기구를 자국에 설
162)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아세안 자체 정상회담 공식문서와 아세안 재무장관회의 공
식문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아세안의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감시체계뿐 아니라 아세안 자체의 시스템, 즉 각국의 경제를 평
가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다가올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각 정부
관료들 간에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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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싶은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싱가
포르에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AMRO의
자국설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었다. AMRO는 지역 내 감시체계로서 훗날 금융통화협력 분야에
있어 거의 전반에 걸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때 필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향후
AMRO가 국제기구로 성장할 경우 어느 나라에 유치하였는가의 문제는 더
욱 중요하기에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은 치열하게 자국으로의
설립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아세안은 삼국을 상대로 아세안 국가에
AMRO가 설립되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호소하고 각국의 정상들
로 하여금 싱가포르에 역내감시체계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끌어내었다163). 이에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을 상대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제도를 이
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역내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중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세안은 싱가포르가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라는 인식을 삼국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켰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동남아
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싱
가포르의 자국의 노력 또한 역내 국제금융센터의 위상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역금융 및 통화협력의 거의 모든 제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제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종 연구재단을 통해
제공할 뿐 아니라 관련된 중요기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 강대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
을 잘 수행하며 아세안 중심의 전략으로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리한 결과
가 도출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가 갖고 있는 인식과 함께 아세안의 유치 노력은
163) 2011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의 싱가포르 경제의 중요성 및 시
사점에 대한 8월 24일 보도 자료참고
http://mosf.go.kr/policy/policy06.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sub_categor
y=131&hdnFlag=1&hdnDiv=188&&actionType=view&runno=4010383:최종검색일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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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 국가가 행사하는 동맹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중·일의
삼국의 과도한 경쟁 사이에서 틈을 발견하고 기회를 잡아 중심점 역할을
확보하였던 아세안의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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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아세안은 오늘날 제 3세계의 대표적 지역협력기구로서 동남아 지역
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회원국 간의 영토의 크
기나 경제발전정도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또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영
토분쟁 등 지역적 갈등으로 인해 회원국 간의 갈등의 소지 뿐 아니라 지
역협력체로서의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다. 이에 아세안은
아세안 방식이라는 독특한 운영방식과 규범으로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잠
재적 또는 현재적 갈등요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세안은 기존의 국제정치를 행
위 하는 단위로서 국가차원(nation state)을 넘어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즉 국가라는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상호연결 되어 있
는 일종의 동맹과 제휴의 형태로 구성된 느슨한 형태의 정치연합체이다.
아세안은 대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외부위협에 대처하
는 자체적 대안의 모색으로 아세안중심성을 추구하여 세계화와 정체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아세안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아세안중심성은 동남아시아가 처한 환
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전략이었다. 이는 지역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살피어 대외 환
경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의 일환으로, 효
율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여 아세안의 취약성과 강대국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협을 극복하고자 함이다.
위협균형론의 시각에서 아세안중심성은 바로 아세안 국가들이 비슷
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가들을 탐색하고 이들과 협업하여 발생하는 동맹
이자 제휴의 힘으로 이들 국가가 직면하는 혹은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
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구조안의 균열 속에서 기회의 틈을 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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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이에 자신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만들어나가는 원천이자 원동력이
었다.
또한 아세아의 외교는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넘나들며,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중첩적인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구성된 역내금융
통화협력제도의 형성에 위협이 되는 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특정영역에서 단선적인 외교방식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다른
중견국들의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 정치 이
론적으로도 큰 함의를 갖고 있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은 중국, 일본의 경쟁, 즉 중국과
일본이 각자 인지하였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경쟁을 자국이 활용할
수 있는 세력균형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기민한 외교
방식은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대국의 손에 휘둘리게 놔둘 수 없는 자조의
노력이자 아세안에게 닥쳤던 위협과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었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세안은 역내 금융통화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아세안중심성을 추구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국익달성 및
주권수호, 아세안 공동체의 단합과 발전, 그리고 공동의 이익추구라는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다뤄졌듯이 국제정
치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 가장 먼저 현실주의의 관점
에서 강조하는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과 구조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특정 강대국의 독점적 지배에 아세안 국가들이 귀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자국의 이익 달성 및
아세안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모색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아세안이라는 다자주의 메커니즘
을 활용하여 협업외교를 통한 집합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구성주의적 시각
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역내 금융통화 안정 및 발전의 환경을 만들
어 나갔다. 이러한 아세안의 외교정책의 경험은 무정부상태가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화와 협력을 유도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164) 또한 아세안은 역내 금융통화협력제도를 구축하고 형
164) Acharya,2012,p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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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데 있어 중견국가가 보일 수 있는 중개자의 면모를 훌륭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의미한 결과들의 시작은 모두 위협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고자 했던 위협균형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중일간
의 경쟁, 즉 중국이 미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자 반응
으로 지역 내 협력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과 일본이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지역 내 자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 위협으로 인식하여 제도
의 구축에 뛰어들게 된 것이 없었더라면 아세안이 제도의 형성과 구축과
정에 있어 중심점(pivot)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을 것
이다. 또한 아세안이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미국과 서구 선진국
가가 이끄는 국제금융질서가 더 이상 자국의 경제안보를 보장하지 못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없었더라면 아세안 역시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위협
에 대한 반응, 그리고 위협에 대한 세력균형으로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제도의 향방을 이끌고 가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국제정치 환경적으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
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로서의 아세안의 외교실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았더라면 강대국의 용인, 혹은 시혜적 차원의 호의로써만 결과를 바라
보기엔 다소 논리적 비약이 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세안
의 속성에서 보았듯이 아세안 자체가 10개의 국가가 모인 하나의 연합체
로서 1967년 성립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발달격차도 크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인 10개 국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그들
만의 방식(know how)가 주변 강대국에 위협적으로 비추어 반감이나 적대
감을 유발하지 않고 이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중개적인
역할을 허락하게 하였다.
이처럼 아세안은 어느 특정한 국가에게 편승하거나 제휴하여 이득
을 취하고자 하지 않고 위협에 대한 세력균형으로 일본과 중국에게 역내
경제협력에 대해 공통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자 예방책이라는 차원에서 정
당성을 끌어내고 때로는 아세안+1의 형태, 즉 양자 간의 외교로 때로는
다자간의 외교로 수위를 넘나들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헤징하며 강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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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박하는 형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아세안의 외교실력이자 전략인 아세안중심성의 추구는
제도의 설립과 결과에 있어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국제제도의 설립과 국제금융통화의 질서 구축에 관련하여도 약
소국을 배려하는 형태의 유의미한 결과를 남겼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APT가 동아시아의 공동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준이자 중
점이 되어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경우 아세안의 중
심성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경험은 강대국 사이에서 아세안과 같은 미들파
워(middle power)를 가진 국가에게 강대국 중심의 힘의 국제정치 구조 속
에서 중견국가가 역할을 탐색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
용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슷
한 환경에 놓인 중견국가에게 힘의 논리로 국가의 향방이나 국제질서의
향방이 정해지는 국제정치상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나 정치행위
자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둔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의 질서
에 나타나는 아세안중심성에대해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서 다룬 나머지 아
세안의 행태적 역량을 분석하는 것과 그 구조적 배경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일련의 연구들로 온전하게 설명하
기 힘든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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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① Joint Statement of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on the Financial Situation Kuala Lumpur, Malaysia, 15 December 1997

The ASEAN Heads of State/Government reviewed the prevailing regional
currency situat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region's economies. They noted
that despite the economic fundamentals of the regional economies being
corrected and improved through the support and advice of the IMF, the
depreciation of the currencies has continued unabated. This has resulted in
serious regression i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ies, their businesses
and their peoples. Recognising the global dimension of the problem, they called
for greater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including by the major
econom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overcome this situation as soon as possible
and address the systemic issues underlying it.
The ASEAN Heads of State/Government stressed that ASEAN countries must
remain united and show resolve in responding to the challenge posed by the
currency situation. In particular, they exchanged views on the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and agreed on the following :
They strongly endorsed the ASEAN Finance Ministers' agreement on the early
implementation of the Manila Framework to enhance regional surveillance,
strengthe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support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F's capacity to respond to financial crises, and support the proposed
Cooperative financing arrangements that would supplement the IMF's resources;
They strongly endorsed the ASEAN Finance Ministers' commitment to ensure
sound economic fundamentals and strengthen the financial sector. Taking note
of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ASEAN Central Bank Forum, they supported
the ASEAN Finance Ministers' decision to form a Select Committee with a
permanent Secretariat, assist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to develop in
clos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agencies a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that would emphasise preventive efforts to avoid the emerg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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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that would precipitate a crisis;
They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call upon the
IMF to undertake in-depth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short-term capital flows, including the ongoing study of the operations of
hedge funds and their impact on financial market activities as well as the
implications of technology on capital flows. They urged the IMF to expedite this
study and propose solutions to immediately stabilise the currencies.
Towards this end, while they agreed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sound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and reforms to strengthen ASEAN's ability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liberalisation, they stressed
the importance of greater transparency of capital flows to ensure greater
efficiency in the functioning of economies and financial markets, They noted
that since the ASEAN Finance Ministers met two weeks ago, regional currencies
have fallen, causing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es. It is
therefore urgent that global efforts be undertaken, including the central role of
the IMF, to arrest the currency slide and restore stability to the currency
markets;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an open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in ASEAN, including through accelerated implementation of the
ASEAN Free Trade Area (AFTA), the ASEAN Investment Area (AIA) and the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 scheme. They agreed that in 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remove barriers to trade and
to promote greater intra-ASEAN trade and investment;
They called on ASEAN capital market authorities to expeditiously draw up
measures to encourage the financing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 ASEAN
through

the

ASEAN

capital

markets,

and

joint

efforts

to

promote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s capital markets to international investors; and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enhanced cooperation on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between the ASEAN Finance Ministers.

②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SPECIAL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25 NOVEMBER 1999, MANILA,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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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We, the ASEAN Finance Ministers convened a special meeting in Manila to
discuss issues relating to the sustainability of our economic recovery, the
enhancement of ASEAN's role in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other finan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region.
2. H.E. Mr. Edgardo B. Espiritu, Finance Secretary of the Philippines, presided
over our meeting.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3. We conducted a peer review and found a continued improvement in our
economic performances since our last meeting in March 1999 in Ha Noi.
ASEAN, as a whole, is expected to grow by 2-3 percent this year compared to
its contraction of seven percent in 1998. More importantly, all ASEAN countries
are expected to post positive GDP growth rates of up to six percent in 1999.
This positive development has restored investor confidence in our economies as
shown by the rebound of the stock markets across the region and a rise in
capital inflows. We expect ASEAN to begin the next millennium poised for
higher and sustainable growth.
4. The recovery in our economies has been built on suppor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s well as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 reforms. Expansive
fiscal policy has contributed to improved domestic demand while mitigating the
advers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poor and the unemployed. Reforms i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 have set the stage for their healthy development.
5. Exports have staged a turn-around due to sustaining growth in the U.S.,
recovery in Japan, restoration of exports financing and depreciating real
exchange rates. In this respect, we note the concerted actions of the G-7
economies last summer to stabilise the financial markets and sustain global
demand. Expected rebound of the EU economics next year would also do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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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inimise an impact of the continued soft landing of the U.S. economy on
ASEAN exports. Increases in oil prices have also lifted economic performances
in our oil producing and exporting members.
Risks and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Growth
6. While our economies look much healthier compared to a year ago, the
situation still remains vulnerable and there are ri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if our economies are to experience high sustainable quality growth.
7. A critical short-term risk is the possibility of sharply slower growth in export
demand if growth slows down in the US and the expected rebound of the
Japanese economy fails to materialise next ear. In this respect, Japan's
recovery, which is critical for ASEAN, is still subject to significant risks despite
recent positive news. We urge the G-7 economies, in this regard, to pursue
policies that are conducive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ed global
demand.
8. Over the medium-term, we recognize the need to begin the process of fiscal
consolidations especially given the large amounts of public resources committed
to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to re-establish more balanced fiscal positions
and reduce the likelihood of inflation.
9. Despite the recovery in our economies, we intend to press on with structural
reforms to ensure that the recovery is sustained and to restore our position as
on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regions.

These

reforms include

(a)

implementation of measures in the financial sector; (b) further progress in
corporate and debt restructuring; (c) improvements in our legal structures; and
(d) implementation of social safety nets programmes.
10. We are pleased with the progress in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Public and corporate governance is being strengthened. Viable banks are being
re-capitalised, bad assets are being dealt with, and prudent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is being tightened. Most ASEAN countries are strictly adher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in the area of accoun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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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standards, loan classification and provisioning requirements and capital
adequacy rules. Our efforts will now focu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improvements.
11. Corporate restructuring will be accelerated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s
now in place. These include measures to implement bankruptcy codes and
foreclosure laws that a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e expect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will accelerate given this new enabling environment.
12. We are also cognisant of the social costs of the recent crisis and have
taken

steps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o

lessen

the

impact

of

restructuring on the poor and most vulnerable segments of the population. In
particular, we shall continue to pursue and support programs to improve the
skills and productivity of our people and to ensure that the fruits of growth are
more equitably distributed within our societies.
13. We recognise the important role of capital flows to further sustain growth
in our region. We support the ASEAN efforts to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Investment Area (AIA) for the early realisation of an investment
region with free-flowing capital.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facilitate such
an investment regime. We invite foreign investors to take advantage of the
special incentives and privileges for foreign investment made in the region
between 1999 and 2000 as announced in the "Bold Measures" statement of the
ASEAN Leaders during their Sixth Summit in 1998.
International and Regional Financial issues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14. We have intensified cooperation with our East Asian dialogue partners,
namely, China, Japan, and Korea, with a view to promoting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a financially stable environment for East Asia. We are
considering with them ways of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capacity for consultation and collaboration on monetary, fiscal and financial
issues, including policy dialogue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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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5.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s important and crucial for
the sustained recovery in ASEAN. In this regard, we consider it important to
develop meaningful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issues, with
broad participation. We agreed to strengthen our efforts to urge for a more
substantial role in the work on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specifically through the IM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and the newly
formed G-20. We also reaffirm our call for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concrete measures that have already been agreed upon.
List of Participants
The Special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was attended by:
H.E.

Pehin

Dato

Abdul

Aziz Umar,

Acting

Minister

of Finance,

Brunei

Darussalam;
H.E. Mr. Keat Chhon, Senior Minister,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Cambodia;
H.E. Dr. Bambang Sudibyo, Minister of Finance, Indonesia;
H.E. Mr. Liane Thykeo, Vice Minister of Financ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on. Dato' Dr. Abdul Aziz Mohd. Yaacob, Deputy Secretary General (Policy)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H.E. U Khin Maung Thein, Minister of Finance and Revenue, Myanmar;
H.E. Mr. Edgardo B. Espiritu, Secretary of Finance, Philippines;
H.E. Dr. Richard Hu Tsu Tau, Minister for Finance, Singapore;
H.E. Mr. Tarrin Nimmanahaeminda, Minister of Finance, Thailand;
H.E. Madam Le Thi Bang Tam, Vice-Minister of Finance, Vietnam;
an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H.E. Mr. Rodolfo C. Severino, Jr., Secretary-General of ASEAN and his staff
were also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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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SEAN VISION 2020
We,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gather today in Kuala Lumpur to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Association as set forth in the Bangkok Declaration of 8
August 1967, in particular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in
the spirit of equality and partnership and thereby contribute towards peace,
progress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We in ASEAN have created a community of Southeast Asian nations at peace
with one another and at peace with the world, rapidly achieving prosperity for
our peoples and steadily improving their lives. Our rich diversity has provided
the strength and inspiration to us to help one another foster a strong sense of
community.
We are now a market of around 500 million people with a combined gross
domestic product of US$600 billion. We have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in
the economic field, such as high economic growth, stability and significant
poverty alleviation over the past few years. Members have enjoyed substantial
trade and investment flows from significant liberalisation measures.
We resolve to build upon these achievements.
Now, as we approach the 21st century, thirty years after the birth of ASEAN,
we gather to chart a vision for ASEAN on the basis of today's realities and
prospects in the decades leading to the Year 2020.
That vision is of ASEAN as a concert of Southeast Asian nations, outward
looking, living in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bonded together in partnership
in dynamic development and in a community of caring societies.
A Concert of Southeast Asian Nations
We envision the ASEAN region to be, in 2020, in full reality, a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as envisaged in the Kuala Lumpur Declaration of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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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hall have, by the year 2020, established a peaceful and stable
Southeast Asia where each nation is at peace with itself and where the causes
for conflict have been eliminated, through abiding respect for justice and the
rule of law an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nd regional resilience.
We envision a Southeast Asia where territorial and other disputes are resolved
by peaceful means.
We envision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functioning
fully as a binding code of conduct for our governments and peoples, to which
other states with interests in the region adhere.
We envision a Southeast Asia free from nuclear weapons, with all the Nuclear
Weapon States committed to the purposes of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 Treaty through their adherence to its Protocol. We also
envision our region free from all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envision our rich human and natural resources contributing to our
development and shared prosperity.
We

envision the

confidence-building

ASEAN

Regional

and

Forum

preventive

as

an

diplomacy

established means
and

for

for

promoting

conflict-resolution.
We envision a Southeast Asia where our mountains, rivers and seas no longer
divide us but link us together in friendship, cooperation and commerce.
We see ASEAN as an effective force for peace, justice and moderation in the
Asia-Pacific and in the world.
A Partnership in Dynamic Development
We resolve to chart a new direction towards the year 2020 called, ASEAN 2020
: Partnership in Dynamic Development which will forge closer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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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within ASEAN.
We reiterate our resolve to enhance ASEA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are in line with the aspiration of our
respective peoples, which put emphasis on sustainable and equitable growth,
and enhance national as well as regional resilience.
We pledge to sustain ASEAN's high economic performance by building upon the
foundation of our existing cooperation efforts, consolidating our achievements,
expanding our collective efforts and enhancing mutual assistance.
We

commit

ourselves to

moving

towards

closer

cohesion

and economic

integration, narrowing the gap in the level of development among Member
Countries, ensuring tha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mains fair and open,
and achieving global competitiveness.
We will create a stable, prosperous and highly competitive ASEAN Economic
Region in which there is a free flow of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s, a
freer flow of capital,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ed poverty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We resolve, inter-alia, to undertake the following:
maintain regional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by promoting closer
consultations i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advance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by undertaking the following
general strategies: fully implement the ASEAN Free Trade Area and accelerate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realise the ASEAN Investment Area by 2010
and free flow of investments by 2020; intensify and expand sub-regional
cooperation in existing and new sub-regional growth areas; further consolidate
and expand extra-ASEAN regional linkages for mutual benefit cooperate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reinforce the role of the
business sector as the engine of growth.
promote a modern and competi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sector
in ASEAN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efficiency of

- 133 -

the region.
accelerate the free flow of professional and other services in the region.
promote financial sector liberalisation and closer cooperation in money and
capital

market,

tax,

insurance

and

customs

matters

as

well

as

closer

consultations i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information
technology by establishing a regional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 and
centers of excellence for dissemination of and easy access to data and
information.
establish interconnecting arrangements in the field of energy and utilities for
electricity, natural gas and water within ASEAN through the ASEAN Power Grid
and a Trans-ASEAN Gas Pipeline and Water Pipeline, and promote cooperation
in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enhance food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food,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to make ASEAN a leading producer of these products, and
promote the forestry sector as a model in forest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et

the

ever

increasing

demand

for

improved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 by developing an integrated and harmonized trans-ASEAN
transportation network and harnessing technology advances i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in linking the planned information
highways/multimedia corridors in ASEAN, promoting open sky policy, developing
multi-modal

transport,

facilitating

goods

in

transit

and

integrating

telecommunications networks through greater interconnectivity, coordination of
frequencies and mutual recognition of equipment-type approval procedures.
enha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rough
quality education, upgrading of skills and capabilities and training.
work towards a world class standards and conformance system that will provide
a harmonised system to facilitate the free flow of ASEAN trade while meeting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needs.
use the ASEAN Foundation as one of the instruments to address issues of
unequal economic development, poverty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promote

an

ASEAN

customs

partnership

for

world

class

standards

and

excellence in efficiency, professionalism and service, and uniformit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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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sed procedures,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and to protec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ASEAN community,
enhance intra-ASEA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mineral sector and to
contribute

towards

a

technologically

competent

ASEAN

through

closer

network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on mineral and geosciences as well as to
enhanc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dialogue partner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in the mineral sector, particularly in
the downstream research and the geosciences and to develop appropriate
mechanism for these.
A Community of Caring Societies
We envision the entire Southeast Asia to be, by 2020, an ASEAN community
conscious of its ties of history, aware of its cultural heritage and bound by a
common regional identity.
We see vibrant and open ASEAN societie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identitites, where all people enjoy equitable access to opportunities for
total human development regardless of gender, race, religion, language, or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We envision a socially cohesive and caring ASEAN where hunger, malnutrition,
deprivation and poverty are no longer basic problems, where strong families as
the basic units of society tend to their members particularly the children,
youth, women and elderly; and where the civil society is empowered and gives
special attention to the disadvantaged, disabled and marginalized and where
soci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reign.
We see well before 2020 a Southeast Asia free of illicit drugs, free of their
production, processing, trafficking and use.
We envision a technologically competitive ASEAN competent in strategic and
enabling technologies, with an adequate pool of technologically qualified and
trained

manpower,

and

strong

networks

institutions and centers of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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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e envision a clean and green ASEAN with fully established mechanis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egion's environment,
the sustainability of its natural resources, and the high quality of life of its
peoples.
We envision the evolution in Southeast Asia of agreed rules of behaviour and
cooperative measures to deal with problems that can be met only on a regional
scale,

includ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gradation,

drug

traffick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and other transnational crimes.
We envision our nations being governed with the consent and greater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its focus on the welfare and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the good of the community.
We resolve to develop and strengthen ASEAN's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o
enable ASEAN to realize the vision and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the
coming century. We also see the need for a strengthened ASEAN Secretariat
with an enhanced role to support the realization of our vision.
An Outward-Looking ASEAN
We see an outward-looking ASEAN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fora, and advancing ASEAN's common interests. We envision ASEAN having an
intensified

relationship

with

its

Dialogue

Partners

and

other

regional

organisations based on equal partnership and mutual respect.
Conclusion
We pledge to our peoples our de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bringing this
ASEAN Vision for the Year 2020 into reality.

Kuala Lumpur
15 Decem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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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Joint Statement of the Meeting of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uala Lumpur, Malaysia, 16 December 1997

ASEAN-CHINA COOPERATION TOWARDS THE 21ST CENTURY
1.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rapidly developing relations between ASEAN and China as well as between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and China. They agreed that the consolidation
of these relations serve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ir respective peoples
as well as th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2. They affirmed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univers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 should serve as basic norms
governing their relations. They reaffirmed in particular their respect for each
other's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3. They undertook to promote good-neighbourly and friendly relations, increase
high-level exchanges, strengthen the mechanism of dialogue and cooperation in
all areas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mutual benefit.
4. They agreed to enhance cooperation at the ASEAN Regional Forum and
o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fora.
5. They undertook to heighten cooperation 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s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progres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mutual benefit and shared responsibility in
the interest of achieving national and regional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They would further enhance cooperation through mechanisms such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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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China Joint Cooperation Committee, the ASEAN-China Joint Committee
o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nd the ASEAN- China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They

would

continue

their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regional or sub-regional organizations or
projects, such as in APEC and ASEM.
6. China expressed full confidence in the economies of the ASEAN region and
their future prospects, recognizing the strong fundamentals in their economies.
China underlined its conviction that the economics of the East Asian region
would continue to be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 the world. ASEAN member
states and China agreed on the need to consolidate their close economic
relations

by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ng

market

access,

improving the flow of technology and enhancing the flow of and access to
trade and investment related information. They reaffirmed their common
interest in developing the Mekong Basin and pledged to strengthen their support
for the riparian countries by promoting activities in the areas of trade, tourism
and transport. They reaffirmed support for universality of World Trade
Organisation membership and for the early entry of China and of the ASEAN
applicants to the WTO.
7. They noted that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recent meeting in Kuala Lumpur on 2 December 1997 discussed
national effort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the
present financial situation in the region. They endorsed the Finance Ministers'
agreement on the rapid implementation of the Manila Framework as a
constructive step towards promoting financial stability in the region. They
encouraged efforts to carry forward the initiatives under the Manila Framework
and work closely with the IMF, World Bank, ADB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bodies. ASEAN member states noted with appreciation China's contribution to
the recent financing packages in the region and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enhanced cooperation on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between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8. Recognizing that the maintenance of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served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they undertook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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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peaceful means, without resorting to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e
parties concerned agreed to resolve their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in accordance with univers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le continuing efforts to find solutions, they agreed to explore ways
for cooperation in the areas concerned. In the interest of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as well as enhancing mutual confidence in the region, the parties
concerned agreed to continue to exercise self-restraint and handle relevant
differences in a cool and constructive manner. They further agreed not to
allow existing differences to hamper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9. China appreciated and supported ASEAN's positive role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affairs. China reaffirmed that it would respect and support the efforts
of ASEAN to establish a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in Southeast
Asia. In this connection, China welcom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The two sides also welcomed the
ongoing consultations between the State Parties to the Treaty and the Nuclear
Weapon States to facilitate the accession by the latter to the Protocol of the
SEANWFZ Treaty. ASEAN member states believed that a stable, peaceful and
prosperous China would constitut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long-term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Asia- Pacific region in particular and of the
world in general. ASEAN member states reaffirmed their continued adherence
to the "one China" policy.
10. ASEAN member states and China committed themselves to jointly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eace and progres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world, and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challenges of a dynam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11. China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ASEAN Vision 2020, reflecting ASEAN's
dynamism and determination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coming century.
12.

ASEAN

member

states

and

China

regarded

the

development

of

a

partnership of good-neighbourliness and mutual trust between them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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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policy objective for relations between ASEAN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⑤ Joint Statement of the Meeting of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Kuala Lumpur, 16
December 1997

ASEAN-JAPAN COOPERATION TOWARDS THE 21ST CENTURY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ime
Minister of Japan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their countries had fostered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over the years, contributing to th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Recognising the need to build upon
the foundation of their relationship and the importance of concerted efforts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confronting the region and the world, they resolved
to further advance ASEAN-Japan cooperation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a view to achieving a more profound and wide-ranging relationship by
building upon existing amity.
Intensifying dialogues for an enhanced partnership
2. They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future
generations would live in peace and stability and tha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would be sustained. With a view to fostering an enhanced
partnership, they decided to intensify dialogues and exchanges at all levels.
They noted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dialogues at high level and decided
to hold the Leaders' Meeting as frequently as possible. They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olitical and security dialogues and exchanges.
Fostering people - to - 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3. They decided to further promote direct people-to-people contacts not only at
the level of policy makers but also among other sectors, in particular among
the youth and intellectuals through exchange programmes. They recogni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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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their respective rich traditions and
cultures and promoting deeper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ey welcomed the objectives of and the
progress made by the Multinational Cultural Mission and looked forward to the
proposals to be made by the Mission.
Promot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4. They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close cooperation to promot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this context, they had an exchange of views and
perspectives on security related issues, including on existing security cooperation
and arrangements. They also confirmed their intention to intensify cooperation
at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which
ASEAN attached to the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Japan

welcom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SEANWFZ) Treaty which represented an important effort
of ASEAN towards strengthening security in the region.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5. They recognised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between ASEAN and Japan
in the light of the expansion of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intensifica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They thus decided to further consolidate their close
economic relations with a view to sustaining the development and shared
prosperity of the region.
6.

Japan

expressed

confidence

that

ASEAN,

having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would continue to remain a dynamic region of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spite

of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thus

providing

great

opportunities for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Japan. ASEAN member states and Japan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economic
restructuring

to further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respective

economies.
7. They noted that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and Japan at the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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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in Kuala Lumpur on 2 December 1997 discussed national effort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the present financial situation
in the region. They endorsed the Finance Ministers' agreement on the rapid
implementation of the Manila Framework as a constructive step towards
promoting financial stability in the region. They noted that Japan would
convene a meeting of Asian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in early 1998
to carry forward the initiatives under the Manila Framework and work closely
with the IMF, World Bank, ADB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bodies. The ASEAN
member states noted with appreciation Japan's contribution to the recent
financing packages in the region and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enhanced cooperation on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between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and Japan.
8. The ASEAN member states expressed appreciation to the useful and
effective assistance extended by Japan. Japan reiterated its policy to continue
to support the efforts of ASEAN countries through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other programmes, and to promote private sector's initiatives.
They would accord priority in their cooperation to :
*addressing market access issues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industrial sector
to promote balanced growth of ASEAN-Japan trade;
* facilitating transfer of technology, including sophisticated and environmental
friendly technology, to ASEAN;
* enhancing ASEAN's competitiveness through, inter alia;
- development of hard and soft infrastructure;
- strengthening of supporting industries;
- moderniz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other
industrial cooper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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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text,

Japan

offered

a

programme for 20,000 ASEAN people over a period of five years for
comprehens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 promot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region;
* alleviating economic disparities and poverty within ASEAN and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new ASEAN member states into the mainstream of ASEAN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isation;
* promoting and supporting regional and sub-regional programmes, particularly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nd
* establishing appropriate mechanisms within or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ASEAN-Japan Forum, such as the Japan-ASEAN Roundtable on Development to
exchange views and information concerning issues relating to ASEAN-Japa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 new body, under co-chairmanship at ministerial
level, within the existing AEM-MITI Japan consultations by restructuring the
CLM-WG

for

enhanced

industrial

cooperation,

improvement

of

ASEA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ssignee to the new member
countries.
9. They shared the view that steady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ASEAN
Free Trade Area (AFTA) and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 Scheme
would strengthen economic linkage among ASEAN economies and promote their
competitiveness and attractiveness as an investment and production base.
10.

Recognising

that

a

strengthened

multilateral

free

trade

system

is

indispensable to future prosperity, they confirmed their readiness to work
toward the further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of trade by promoting such
activities as those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aking into account economic situa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connection, they decided to promote greater
interactions and close relations between their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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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ng on international issues
11. In their efforts to contribute to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in

particular

and

the

world

at

large,

they

resolved

to

work

towards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in particular the reform of
the UN including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o promot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is

connection,

they

welcomed the progress made by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sation (KEDO) and reaffirmed continued support for its activities. They
underlined the need for common efforts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the
next century through joint efforts, inter alia, in the following fields:
*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rotection;
* promoting efficient and sustainable use of energy resources;
* improving health and welfare;
* reinforcing 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illegal trafficking of small
fire arms, drug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ed crimes; and
* enhancing South-South cooperation to share ASEAN's economic growth
experiences with developing countries.
12. Japan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ASEAN Vision 2020, reflecting ASEAN's
dynamism and determination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coming century.

⑥ Joint Statement of the Meeting of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Kuala Lumpur, Malaysia, 16 December 1997

ASEAN-ROK COOPERATION TOWARDS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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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ASEAN and the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ASEAN-ROK
relations had broadened and strengthened rapid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Dialogu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the ROK in 1991. Recognising
that the two sides share many common fundamental interests, they agreed that
there was great potential for further cooperation. They were convinced that
the flourishing ASEAN- ROK relations would promot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 Pacific region. They committed themselves to exert
every effort to bring the ASEAN-ROK partnership to a new level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2. They agreed to continue their close consultations to promote common
interest at various international and regional fora,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WTO, APEC, ARF and ASEM.
3. They shared the view that the overall favourable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provided a solid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They also agreed that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were inter-linked and it was essential for both sides to
work closely together for the mutual benefit of both regions.
4. The ROK reaffirmed that it would respect and support the efforts of ASEAN
to establish a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in Southeast Asia. The
ROK

welcom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SEANWFZ) Treaty which represented an important effort
of ASEAN towards strengthening security in the region and establishing
nuclear-weapon-free zones globally and in this connection, the ROK welcomed
the ongoing consultations between the State Parties to the Treaty and the
Nuclear Weapon States to facilitate accession by the latter to the Protocol of
the SEANWFZ Treaty.
5. Bear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EAN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until a permanent peace regime is in place and hoped for an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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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ption of direct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They welcomed the
convening of the first plenary Four Party Talks in Geneva on 9 December 1997
and hoped that the Talks would lead to reduction of tensions and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6. The ROK expressed its full confidence that the ASEAN region had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and would remain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in
the world. The ROK reiterated its view that the ASEAN economies continued to
enjoy

production

opportunities

and

and

that

export
they

competitiveness
practised

and

consistent

abundant

investment

market-oriented

and

outward-looking policies.
7. ASEAN and the ROK noted that their Finance Ministers at the recent
meeting in Kuala Lumpur on 2 December 1997 discussed national effort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the present financial situation
in the region. They welcomed the Finance Ministers' decision to support the
ROK's efforts to put in place a programme of economic policies and structural
reforms to restore financial stability. They endorsed the Finance Ministers'
agreement on the rapid implementation of the Manila Framework as a
constructive step towards promoting financial stability in the region. They
encouraged efforts to carry forward the initiatives under the Manila Framework
and work closely with the IMF, World Bank, ADB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bodies.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enhanced cooperation on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between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and the ROK.
8. They noted with satisfaction the expand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ASEAN and the ROK in the fields of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They shared the view th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would promote dynamism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They
agreed to consolidate, broaden and strengthe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ASEAN and the ROK.
9. ASEAN and the ROK noted that the steady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ASEAN Free Trade Area and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 Scheme
would strengthen economic linkages among ASEAN economies and promot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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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and attractiveness as an investment and production base.
10. They agreed that special emphasis should be focussed on the following: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of investment related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creased efforts on both sides to achieve balanced trade expansion and
improved

market

access

between

ASEAN

and

the

ROK

through

clos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Continuation and increase of ROK'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SEAN in
various forms, and sharing of its development experience and technolog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OK private sector and suppor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and disadvantaged sub-region areas, particularly
the ASEAN-Mekong Basin, and for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Enhanced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ASEAN's infrastructure as well as supporting industri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1.

They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that

the

45

cooperation

projects

Implemented under the Korea-ASEAN Special Cooperation Fund had further
enhanced their relations. At the same time, they recognised the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xisting mechanism for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se projects. ASEAN welcomed the ROK's intention to
further promote such cooperation projects and implement additional projects in
ASEAN. The ROK undertook to extend the existing cooperation projects to
accommodate participation by ASEAN's new members.
12. The ROK informed ASEAN that it would undertake new cooperation projects
for ASEA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ducation the environ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with a focus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se
fields.
13. ASEAN and the ROK agreed to further promote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peoples. The ROK expressed its intention to expand its related programmes and
activities for ASEAN countries such as contributions to the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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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s of major universities in the region. The ROK also announced its
plan to launch the Future-Oriented Projects in 1998, which are aimed at
promoting people-to-people contacts through projects like the ROK-ASEAN
Youth

Exchange

Programme,

the

ROK-

ASEAN

Media

People

Exchange

Programme and the ROK-ASEAN Cultural Exchange Programme.
14. ASEAN and the ROK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ROK-ASEAN Forum for the 21th Century, which was inaugurated in May
1997 to create a long term plan for development of the ASEAN-ROK relations
and they agreed to consid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Forum.
15. In consideration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ASEAN-ROK relations,
they agreed to widen the scope of discussion for the ASEAN- ROK Dialogue to
include environment and culture, in addition to the current areas of trade,
investment, tourism,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6. In order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and cooperation projects implemented
under the ASEAN-ROK Dialogue Framework, the ROK expressed its intention to
continue its contributions to the ROK-ASEAN Special Cooperation Fund and to
establish a new separate fund for implementation of the Future-Oriented
Projects.
17. The ROK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ASEAN Vision 2020, reflecting
ASEAN's dynamism and determination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coming
century.
⑦ Joint Press Statement of the 2nd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Jakarta,
Indonesia, 28 February 1998

1. The ASEAN Finance Ministers met in Jakarta, Indonesia on 28 February 1998
to discuss, among other things, the financial situation in the region. The
Meeting was preceded by the Second ASEAN Senior Finance Officials Meeting
held on 27 February 1998, in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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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ond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was chaired by H.E. Mr.
Mar'ie Muhammad, Minister of Finance, Indonesia who assumed the chair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AFMM) after Thailand. The Meeting was also
attended by

H.E. Pehin Dato' Ahmad Wally Skinner, Deputy Minister of Finance, Brunei
Darussalam;
H.E. Mr. Yao Phonevantha,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Financ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 Dato' Seri Anwar Ibrahim,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Malaysia;
H.E. U Khin Maung Thein, Minister of Finance and Revenue, Myanmar;
H.E. Mr. Salvador Enriquez, Jr., Secretary of Finance, Philippines;
H.E. Dr. Richard Hu Tsu Tau, Minister for Finance, Singapore;
H.E. Mr. Tarrin Nimmanahaeminda, Minister of Finance, Thailand;
H.E. Mr. Nguyen Sinh Hung, Minister of Finance, Vietnam;
H.E. Mr. Rodolfo C. Severino, Jr., Secretary-General of ASEAN;
an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Financial Situation in ASEAN
3. The Ministers exchanged views on the finan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y noted that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region had
begun to stabilise in the past weeks. They agreed that while the financial crisis
had affected the short-term economic and business conditions in ASEAN, the
long-term prospects in the region remained attractive and sustainable.
4.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confidence that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affected

countries,

would

overcome

the

crisis

quickly

as

the

economic

fundamentals remained strong. The savings rate of the region remained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while the rates of inflation had increased recently,
they were within manageable levels. In addition, the adjustments in the ASEAN
Member

Countries would make

ASEAN economies

strengthen their financi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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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ompetitive

and

5. The Meeting acknowledged that the new ASEAN Members had also been
affected by the financial crisis and urged that all possible assistance be
extended to them to enable them to deal with the impact.
Regional Cooperation
6. Recalling their decision made at the Kuala Lumpur meeting on 1 December
1997 and in lin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ila Framework,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ASEAN Surveillance mechanism w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within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IMF with the assistance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Ministers also agreed that the Surveillance
Secretariat would initially be based at the ADB, and thereafter, the ASEAN
Secretariat would take over the surveillance activities.
7. The Ministers supported the use of regional currencies for promoting
intra-ASEAN trade. They endorsed the use of Bilateral Payments Arrangement
(BPA) as proposed by the Special Task Force of the ASEAN Central Banks. The
approach will initially be implemented on a voluntary basis, with a view to
evolving this facility into a multilateral arrangement.
8. On the ASEAN bond market, the Ministers would continue to pursue its
development with the help of other economies in Asia with more developed
bond markets.
9. The Ministers reiterated the commitment, made by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in Kuala Lumpur on 15 December 1997, to maintain an open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in ASEAN.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ensure the early realisation of regional initiatives, such as the
ASEAN Free Trade Area (AFTA), ASEAN Investment Area (AIA),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

and

the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 Scheme. The Ministers reiterated ASEAN's commitment to
the WTO liberalisation process and welcomed the landmark achievement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negotiation at the end of last year despite the difficul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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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International Support for ASEAN
10. The Ministers welcomed the structural and financial reforms undertaken by
ASEAN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economies and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se and respond to these initiatives. They welcomed the
greater flexibility of conditionalities attached to the IMF support programmes
and urged the IMF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grammes of
support.
11. The Ministers also urged the IMF and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s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subjecting the hedge funds operations to full disclosure
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ir operations.
12. The Ministers urged the G7 countries to open their markets further to
products from ASEAN and to adopt a more proactive approach to enable the
affected countries to overcome the crisis. In particular, the Ministers welcomed
Japan's pledge to stimulate domestic demand and called on Japan to take lead
in bringing the region out of the present crisis. In addition, the Ministers urged
the G7 Governments to encourage their banks to maintain credit support for
ASEAN economies.
13. The Ministers also welcomed the dec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 to devalue the RMB.
14. They further urg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cerned
agencies, in devising their support programmes, to take full account of the
need to protect the poor, particularly in terms of education, health and
livelihood. In this regard, the Ministers noted the ASEAN Food Security Reserve
Agreement could be used to mitigate the sporadic shortfall in the availability of
basic commodities.
Date and Venue of the Next Meeting
15.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Third Meeting of the ASEA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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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s would be held in early 1999 in Vietnam. The Ministers further agreed
to meet informally as and when necessary.

⑧ 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WE,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9th ASEAN
Plus Three Summit on 12 December 2005 in Kuala Lumpur, Malaysia;
REAFFIRMING the need for a peaceful, stable and prosperous East Asian
regional environment through mutual solidarity and concerted efforts;
FURTHER REAFFIRMING our commitment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and other universally recognis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hich will serve as the basis of norms governing state-to-state relations;
RECALLING the 1999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which sets out
the principles and purposes of East Asia cooperation;
REITERATING our common resolve to realise an East Asian community as a
long-term goal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prosperity and progress;
CONVINCED that the ASEAN Plus Three process will continue to be the main
vehicle in achieving that goal, with ASEAN as the driving force and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SEAN Plus Three countries in order to promote a
sense of shared ownership;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ASEAN integration and the ASEAN Community
towards community building in the region and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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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countries for ASEAN's efforts;
FURTHER RECOGNISING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the ASEAN Plus One
processes to the overall cooperation within the ASEAN Plus Three framework;
CONFIDENT that the growing interactions among the ASEAN Plus Three
countries will help promote greater dialogue and collective efforts to both
harness opportunities and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a fast-changing and
globalising world;
ACKNOWLEDGING with satisfaction the steady progress achieved to date in the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in all areas has brought about mutual benefits
and closer linkages, thus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ENCOURAGED by the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hort-term, and
medium and long-term measures proposed in the East Asia Study Group (EASG)
Final Report, which we endorsed in November 2002 in Phnom Penh, Cambodia;
WELCOMING the convening of the First East Asia Summit in Kuala Lumpur on
14 December 2005;
DO HEREBY DECLARE:
1.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ASEAN Plus Three Summit annually in
conjunction with the ASEAN Summit to guide and provide political momentum to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under the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2. We will commence collaborative efforts to prepare a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ASEAN Plus Three
process in 2007 in order to consolidate existing cooperation and to set forth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cooperation and East Asia community building, and task
our Ministers to coordinate and undertake the necessary follow-up.
3.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nd support cooperation under the ASEAN
Plus One processes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overall cooperation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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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Plus Three framework, which wi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regional architecture in a complementary manner with other regional fora and
processes.
4. We will speed up the implementation of the short-term, and medium and
long-term measures of the EASG Final Report.
5. We will continue to support ASEAN integration, particularly in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in order to realise the ASEAN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ing to the building of an East Asian community as the long-term
goal.
6. We will enhance people-to-people exchange aimed at developing a "we"
feeling.
7. We will encourage the sharing of ideas through greater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cademicians, researchers, artists, media, and youths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8. We will conduct regular exchange of intellectuals, members of think tanks,
religious personalities and scholars, which will benefit East Asia and the world
through dee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o as to fight intolerance and
improve understanding among cultures and civilisations.
9. We will enhance and strengthen the various mechanism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including the ASEAN Plus Three
Unit in the ASEAN Secretariat.
SIGNED at Kuala Lumpur, Malaysia, on the Twelfth Day of December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Five.

For Brunei Darussalam:
HAJI HASSANAL BOLK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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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an of Brunei Darussalam
For the Kingdom of Cambodia:
SAMDECH HUN SEN
Prime Minister
For the Republic of Indonesia:
DR. SUSILO BAMBANG YUDHOYONO
President
For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BOUNNHANG VORACHITH
Prime Minister

For Malaysia:
DATO' SERI ABDULLAH AHMAD BADAWI
Prime Minister
For the Union of Myanmar:
GENERAL SOE WIN
Prime Minister
Fo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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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 MACAPAGAL-ARROYO
President
For the Republic of Singapore:
LEE HSIEN LOONG
Prime Minister
For the Kingdom of Thailand:
DR. THAKSIN SHINAWATRA
Prime Minister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PHAN VAN KHAI
Prime Minister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N JIABAO
Premier
For Japan:
JUNICHIRO KOIZUMI
Prime Minister

- 156 -

For the Republic of Korea:
ROH MOO-HYUN
President

2000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6
May 2000, Chiang Mai, Thailand

Introduction
1.

Following the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issued by the

ASEAN + 3 Leaders at their Informal Meeting in Manila last November,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EAN +
3), convened our meeting in Chiang Mai to exchange views on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s and discuss further coope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2.

H.E. Pehin Orang Kaya Laila Wijaya Dato Haji Abdul Aziz Umar, Minister

representing the Ministry of Finance, Brunei Darussalam, presided over our
meeting.
Strengthening East Asia Finance Cooperation
3.

We appreciated the presentation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on the

East

Asian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s

and

welcomed

the

stronger-than-expected recovery of our member economies. To further sustain
this economic growth, we agreed to strengthen our policy dialogues and 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in, among others, the areas of capital flows monitoring,
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s.
4.

On the monitoring of capital flows, our experts met in Manila in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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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this year to exchanging views on capital flows monitoring mechanisms and
discussed possible approaches to establish a regional monitoring framework in
East Asia. We agreed to use the ASEAN + 3 framework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consistent and timely data and information on capital flows.
5.

As a first step towards establishing a well-coordinated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system in East Asia, we agreed to establish a network of
contact persons to facilitate regional surveillance in East Asia. This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ur economic reviews and policy dialogues.
6.

In order to strengthen our 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s in East

Asia through the ASEAN + 3 framework, we recognized a need to establish a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acilities.
As a start, we agreed to strengthen the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s among
our monetary authorities through the "Chiang Mai Initiative". The Initiative
involves an expanded ASEAN Swap Arrangement that would include ASEAN
countries, and a network of bilateral swap and repurchase agreement facilities
among ASEAN countries,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7.

We requested the ASEAN Secretariat to lead and coordinate a study on

other appropriate mechanisms that could enhance our ability to provide
sufficient and timely financial support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in the East
Asian region.
8.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ur human resources and the need for

cooperative research to prepare for policy dialogue and consultation, we agreed
to establish a network of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s to conduct research
and training on issues of mutual interests. In this context, we appreciated
Japan's offer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the financial sector through
training and seminars for finance officials and the dispatch of experts to meet
urgent needs of improving fiscal consolidation, public debt management and
monetary policy. We also welcomed China and Korea's offer of technical
assistance to finance, banking and fiscal officials in the region through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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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Honolulu, USA, 9 May 2001165)

Introduction
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EAN + 3) convened our meeting in Honolulu to exchange views on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review the progress of and discuss
further coope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and monitoring of capital flows.
2. H.E. Tun Daim Zainuddin, Finance Minister, Malaysia, presided over our
meeting.

Strengthening East Asia Finance Cooperation
3. We had an exchange of views on recent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th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for their update on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East Asia, which has provided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our discussions.
4. Growth in the regional economies was robust in 2000, supported by strong
export and the revival of domestic consumer demand. With the prospects for
the region this year likely to be more subdued, given the weak outlook for the
165)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joint-ministerial-s
tatement-of-the-asean-3-finance-ministers-meeting-honolulu-usa-9-may-2001: 최종
검색일(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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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dustrial economies, we noted that some member countries are pursuing
accommodative monetary policies and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to sustain
growth, while persevering with reform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5. At the regional level, we will continue to enhance policy dialogues and
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regional 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s,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and short-term capital flows
monitoring. In this regard, we agreed to update the capital flows situation in
each member country and to exchange data on capital flows bilaterally among
member countries on a voluntary basis. Our efforts in financial cooperation are
being complemented by closer cooperation in other areas as witnessed by an
expanded scope of East Asia cooperation, such as trade, agriculture and
tourism.
6. We are pleased to note the significant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implementing

the

CMI

to

further

strengthen

our

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s in East Asia.
The ASEAN Swap Arrangement, one of the CMI main components, has been
enlarged to USD 1 billion effective 17 November 2000 and has as its
participants all ASEAN member countries.
Regarding the network of bilateral swap arrangements (BSA) and repurchase
agreements under the CMI, substantial agreements on the BSA have been
reached between Korea-Japan, Malaysia-Japan, and Thailand-Japan. Our senior
officials will continue to work towards establishing a network of bilateral swap
and repurchase agreement facilities among ASE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We agreed that we would review the current main principles of the bilateral
swap arrangement under the CMI in three years, taking account of the actual
operation of the BSA and other relevant facto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hanced monitoring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our region in implementing the BSA, we agreed to establish a study grou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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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ways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our economic reviews and
policy dialogues.
7.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 appreciated China’s effort in
arranging for the training courses on Economic Reforms and Development in
China for the ASEAN + 3 Finance and Central Bank officials in Beijing last
October and in Shanghai in February 2001. We gratefully noted Korea’s
support for the working visit by ASEAN senior officials to Seoul in October last
year and welcomed the initiative to organize a training program on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later this year for the ASEAN Finance and Central
Bank officials. We also welcomed Japan’s offer of financial assistance to
member countries, through the ASEAN Secretariat, in the monitoring of capital
flows in the region and the study of other appropriate mechanisms to promote
financial stability.
8. We acknowledged Korea’s initiative in organizing an international seminar
on early warning system modeling and joint regional monitoring in Seoul last
November as part of our network of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We
agreed to continue to exchange views on the early warning systems and to
work towards developing appropriate early warning system models for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appropriate processes such as holding additional
seminars.

2002
Joint Ministerial Statement Sixth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5-6 April
2002, Yangon, Myanmar166)

166)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joint-ministerial-s
tatement-sixth-asean-finance-ministers-meeting-5-6-april-2002-yangon-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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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We, the ASEAN Finance Ministers, convened our Sixth Annual Meeting in
Yangon on 5-6 April 2002 under the chairmanship of H.E. U Khin Maung Thein,
Minister for Finance and Revenue, Myanmar. We exchanged views o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discussed the outlook for the ASEAN economies and
the policies being adopted by Member Countries to sustain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region. We are confident that, after registering moderate
growth in 2001, the ASEAN economies will grow more strongly at 3.5 – 4.0
percent this year. This is based on the projected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our sound domestic macroeconomic policies and ongoing structural
reforms, and the closer economic cooperation that ASEAN has fostered.
2. We review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itiatives, such
as the Chiang Mai Initiative,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We agreed to undertake a number of
initiatives for 2002, including the launch of the third round of negotiations on
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3. We noted that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exacerbated by the September
11 attack, had hampered efforts to sustain ASEAN economic recovery, which
had built strong momentum since 1999, when growth recovered from negative
7.2 percent in 1998 to positive 5.5 percent in 2000. External demand,
particularly the demand for electronics goods, which has underpinned strong
export growth in our economies since 1999, slowed significantly. Member
Countries that were more dependent on external demand were more affected,
as seen in sluggish manufacturing activities and negative export growth. This,
together with a general declin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ulted in
economic growth for the ASEAN countries moderating to 2.8 percent in 2001.
4. Global monetary easing, especially the interest rate cuts by the US Federal
Reserve, and generally well-contained inflation in the region, allowed ASEAN
central

banks

to

ease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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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

Past

prudent

fiscal

management

provided

some

Member

Countries

the

flexibility

to

adopt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to support domestic demand and sustain growth in
2001. These measures helped to mitigate the impact of weak external demand.
5. Despite more challenging economic conditions, we continued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last year.
More non-performing loans from commercial banks were transferred to, and
resolved by, asset management companies. This significantly improved the
banking system’s capital adequacy ratio. Some of our Member Countries have
taken positive steps to consolidate the banking sector. In addition, measures
were instituted to further strengthen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s well
as corporate governance.
Sustaining ASEAN Economic Recovery
6. The outlook for the global economy has improved, supported by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US. Although the outlook for the Japanese economy
remains uncertain, there are signs of a turn-around in the US and some
European economies in the first quarter. The signs point towards a gradual
recovery in the global economy, with increased momentum in the second half
of 2002. We therefore expect our exports to perform better in 2002. Domestic
demand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n the back of fiscal expansion and higher
income. These developments are expected to stimulate recovery in the region
with real GDP growth of between 3.5 and 4.0 percent in 2002.
7. Despite encouraging signs of global recovery, downside risks remain. In 2002,
we will continue to be supportive of domestic demand through appropriat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We will also move forward with structural reforms,
including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8. To ensure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medium term, we shall strive to further
improve revenue collection and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this regard,
Indonesia,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im to achieve
balanced budgets in the next three to five years. Privatization will be carefully
phased to adequately support prudent fiscal measures in the near ter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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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aintain the ability to generate a sustained stream of revenues.
9. While we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sector, we have resolved to enhance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as well as promote the development of our capital markets as an important
alternative to bank financing. Priority will be accorded to facilitating effective
operational restructuring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ector, as well as ensuring that this sector continues to have
adequate access to financing.
10. We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good governance, greater transparency
and disclosure. We have seen substantial progress made in a number of
Member

Countries.

governance

in

the

We

agreed

region

to

through

enhance
closer

public

sector

cooperation

and

and

corporate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se areas. We also resolved to make further progress on good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evaluation and possible adoption of relevant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1. To further strengthen our financial systems, we agreed to adopt and
implemen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principles for securities regulators most relevant to our respective markets. Our
insurance regulators also agreed to largely observe 1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core principles by the end of this year.
12. We noted the Report on Monitoring Hedge Fund Activity and supported the
move for greater transparency and disclosure from this sector.
Regional Finance Cooperation
13. We are pleased to note the substantial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s through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To date, six bilateral swap agreements (BSAs) have been signed between
Japan and Malaysia, Japan and Thailand, Japan and the Philippines, China and
Thailand, Japan and China, and Japan and Korea with a combined size of USD
14 billion. Eight more BSAs are being nego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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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e successfully concluded the second round of negotiations on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with commitments of further liberalization
made by all Member Countries in a variety of financial services sub-sectors.
We signed the Protocol to implement the package of commitments this morning.
We remain committed to further liberalize our financial services sector.
Therefore,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launch of the third round of
negotiations, which we expect to be concluded in 2004. Our Working Committee
will explore ways to facilitate negotiations in this round. In addition, we
welcomed the initiative to explore ways to form an ASEAN common position on
issues related to financial services negotiations under GATS.
15. We also noted the progress made on customs cooperation. In particular, we
welcomed the initiative to strengthen the exchange of best practices on duty
deferment and security management as well as on the adoption of Customs
Declaration, recommend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and UN agencies.
The Protocol on the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AHTN) is being
finalized.
16. The ASEAN+3 framework is working well with our regular economic reviews
and enhancing policy dialogues with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17. We exchanged views with the President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on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We welcomed ADB’s
continuing efforts to support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region. We
appreciated ADB's confirmation of its continued support for the ASEAN
Surveillance Process and other regional and sub-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the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nd BIMP-EAGA (Brunei Darussalam, Indonesi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18. We also exchanged 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the US-ASEAN Business
Council o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US investment in ASEAN and
cooperation activities implemented over the past year, including the visit of our
senior central bank officials to the US. We reviewed with them the progr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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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economic integration and discussed possible cooperation in capacity
building in such areas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ustoms administration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10
May 2002, Shanghai)

167)

Introduction
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EAN + 3) convened our meeting in Shanghai to exchange views on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policies being adopted by our
member countries to sustain the momentum of economic growth. We also
reviewed the progress of and discussed furthe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itiatives,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efforts to strengthen regional
policy dialogue, monitoring of capital flows, and early warning system.
2. H.E. U Khin Maung Thein, Minister for Finance and Revenue, Union of
Myanmar, presided over the Meeting.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3. We exchanged views o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member countries
and noted that growth in the regional economies moderated in 2001, as a result
of weak global demand that was exacerbated by the September 11 incidents in
167)
http://www.mof.go.jp/english/international_policy/convention/asean_plus_3/20020510.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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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To mitigate the impact of weak external demand and to
sustain economic growth, most member countries adopted an accommodative
monetary stance and implemented expansionary fiscal measures. Despite the
economic slowdown, member countries continued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on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as well as structural reforms.
4. We noted that signs of recover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emerged since earlier this year. While uncertainties remain, we are confident
that the global economy is set to gradually recover this year, with increased
momentum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this connection, we stressed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e shall put greater efforts to expedite structural reforms, particularly to
enhance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and measures to accelerate
the pace of on-going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Strengthening 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5. On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 we are pleased that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To date, six
bilateral

swap

arrangements

(BSAs)

between

Japan-Korea,

Japan-Thailand,

Japan-the Philippines, Japan-Malaysia, China-Thailand, and China-Japan with a
combined size of USD 17 billion, have been concluded and signed. Negotiations
on two BSAs between China-Korea and Korea-Thailand are already at an
advanced stage

while

substantial agreements on the

two

BSAs between

Korea-Malaysia and Korea-the Philippines have been reached. Another four
BSAs between Indonesia-Japan, Japan-Singapore, China-Malaysia and China-the
Philippines have been initiated. In addition, in line with the Chiang Mai
Initiative,

the

existing

swap

arrangements

between

Japan-Korea

and

Japan-Malaysia have been renewed with the combined size of USD 7.5 billion.
6. Since May last year, the ASEAN+3 Study Group comprising senior finance
and central bank officials had met twice to discuss frameworks and modalit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ur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Resulting from that, our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would meet
informally once a year to discuss economic and policy issues. The first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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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as held successfully in Myanmar on 4 April 2002. We remain
committed to enhancing the policy dialogue process in the region.
7. On the monitoring of capital flows, we noted that seven countries, namely
Brunei, Indonesia, Japan, Kore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 Nam, agreed
to bilateral exchange of short-term capital flows data. We welcomed the
Japan-ASEAN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Fund's on-going contribution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systems of capital flows in ASEAN member countries.
To further enhance monitoring and prudential management of short-term capital
flows, a high-level seminar on short-term capital flows will be held in Beijing
in October this year.
8. We noted with appreciation the ADB's technic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early warning system and its regular update on East Asian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We looked forward to an early successful
conclusion of this exercise and distribution of this prototype among ASEAN+3
member countries.
9. We also appreciated China's continued effort to arrange the training course
on Economic Reforms and Development in China for the ASEAN + 3 finance
and central bank officials

2003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7
August 2003, Makati, Philippines168)

Introduction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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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EAN + 3) convened our meeting in Makati chaired by H.E. Jose Isidro
N. Camacho, Secretary of Finance, the Philippines.
2. The Finance Ministers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join their
ASEAN colleagues in expressing their sadness at the loss of lives in the Jakarta
bombing on 5 August 2003. We condemn this terrorist attack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nd re-affirm our fullest support for Indonesia. We reiterate our
full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errorist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
3. We discussed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policies. We
also review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itiatives,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Monitoring of Capital Flows, the Early Warning
System (EWS) and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4. We are pleased to note the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in the regional
economies in 2002 which was supported by a revival in domestic demand and
exports in some countries. The robust performance continued into the first
quarter of 2003. The region remains resilient and is expected to register higher
growth as global recovery picks up.
5. We had the opportunity to hear the report of ADB President Tadao Chino on
the economic outlook of the region. The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ASEAN +
3 economies are supported by the improvements in the economic indicators in
so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Mr. Chino identified three key long-term
challenges for the ASEAN +3 countries: (1) reforms in the banking system; (2)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sector; and (3) deepe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6. We are confident that our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and fiscal stimulus
will enable the SARS-affected economies among us to recover. We resolv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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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fy structural reforms, particularly on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and the on-going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Strengthening 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7. On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 we are pleased to note significant
progress since we last met in Shanghai in May 2002. The number of Bilateral
Swap Arrangements (BSAs) has doubled from six to twelve, and the size of the
network has increased from USD 17 billion to USD 31.5 billion. Four more BSAs
(China-Indonesia, China-Philippines, Korea-Indonesia and Japan-Singapore) are
expected to be concluded before the end of this year.
8. To strengthen the current peer review process,
we agre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ASEAN+3 Study
Group to Examine Ways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Reviews
and Policy Dialogues.
9. We also agreed to set up the ASEAN+3 Finance Cooperation Fund (the Fund)
to support our on-going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The Fund would
complement

our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ur

economic

surveillance in support of the CMI and the ABMI. The Fund would be
administered by the ASEAN Secretariat.
10. We agreed to intensify our efforts to develop regional bond markets. This
will further strengthen our financial systems by better utilizing the aggregate
savings in the region and minimizing the risk of maturity and currency
mismatches. Voluntary working groups have been established to further discuss
a range of key issues crucial to further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nd
regional bond markets, such as, securitization, credit guarantee, promotion of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credit

rating,

an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d settlement issues.
11. We welcomed our Deputies' initiative in setting up a voluntary research
group to explore ways to further strengthen financial cooperation and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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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bility in the region. Japan is prepared to make a significant
financial contribution to this research activity and we look forward to a fruitful
outcome of this collaboration.
12. We conducted a useful dialogue with the ADB President. We welcomed the
ADB's technical support for ABMI as well as for the capacity building to set up
the EWS in participating member countries. We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EWS to strengthen our participating members' surveillance capacity.
13. We welcomed the workshop that was jointly organized by Japan and the
ASEAN Secretariat on Monitoring System for Short-term Capital Flows – Phase
II. The workshop was held in Kyoto and was attended by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officials. We also welcomed the training course organized by China
on Economic Reforms and Development.
14. We agreed to meet in Jeju, the Republic of Korea, in 2004 where we look
forward to further progress on the ASEAN+3 initiatives.
15. We express our thanks to the Philippines for hosting the 6th ASEAN +3
Finance Ministers Meeting.

2004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ASEAN + 3 Finance Ministers Meeting 15
May 2004, Jeju, Korea169)

Introduction

169)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the-joint-minister
ial-statement-of-the-asean-3-finance-ministers-meeting-15-may-2004-jeju-korea:최
종검색일(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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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EAN + 3) convened our 7th meeting in Jeju under the chairmanship
of H.E. Mr Lim Hng Kiang, Minister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2nd
Minister for Finance, Singapore.
2. We exchanged views on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policies and took note of the report of Asian Development Bank (ADB)
President Mr Tadao Chino on the economic outlook of the region.

We also

discuss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the ASEAN+3
Research Group, and Monitoring of Capital Flows.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3. We are pleased to note the continued strengthening of our economies which
grew by 6.3% in 2003 from 5% a year before.
accommodative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Growth was supported by
in

many

contributed to further strengthening in domestic demand.
accelerat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fiscal

countries,

which

Continued efforts to
consolidation

and

improved investment climate have also led to a more conducive economic
environment.

In this regard, the ASEAN+3 countries have contributed positively

as an additional source of growth to global economic recovery.

We are

reassured by the resilience and proactive management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firm recovery of the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This will provide
a strong foundation for the continuing economic growth of the ASEAN+3 region.
4. To further enhance the economic growth momentum in the region, we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fiscal consolidation and improvement in
investment climate. Continued global recovery would further enhance growth
prospects in our region this year. We noted the potential impact of higher
energy prices and interest rate movements on the global economy.
Strengthening 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5. O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e are pleased to note th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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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its network of bilateral swap arrangements. Since we last met in
Makati City in the Philippines, in August 2003, four more Bilateral Swap
Agreements (BSAs) have been concluded. That brings the total number of
(BSAs) to sixteen, and the size of the network to USD 36.5 billion.
6. We agreed to undertake further review of the CMI to explore ways of
enhancing its effectiveness. A working group will be tasked to conduct the
review and report the outcome, by the end of 2004, to our Deputies who will
report to us at the next AFMM+3.
7. We are pleased with the substantial progress made by the six working
groups under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We believe that such
efforts, in consult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deeper and more liquid regional bond markets that will
assist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the large pool of savings in Asia to fund
productive investment in the region. We also n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ABMI Focal Group, which was set up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six working
groups.
8. We appreciated the assistance by the ADB in conducting studies on credit
guarantee mechanisms and regional clearing and settlement mechanisms as well
as the joint effort by Japan and Malaysia to conduct a study on the
impediments on cross-border bond investments and issuance. We supported
Korea and China co-chairing the working group to explore ways to further
enhance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We also
welcomed our members’ efforts in modifying existing regulations to facilitate
the issuance of and investment in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under the
ABMI.
9.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bond
issuers and bond market infrastructure as the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will promote market transparency and facilit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by
both issuers and investors.

In this respect, we welcomed the launch of the

AsianBondsOnline Website (ABW) today. The ABW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the public with information about the bond markets in the reg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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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updates on the progress made by each working group under the ABMI.
We also noted the importance of activ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fostering the regional bond market and promo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welcomed the initiatives to be taken under ABMI.
10. We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apacity building effort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gional bond markets and welcomed the technical
assistance provided by the Japan-ASEAN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Fund
(JAFTA)

to

assist

participating

members.

We

appreciated

Korea’s

and

Malaysia’s offer to provide additional technical support in this area.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process,
JAFTA has also provided assistance to strengthen participating members’
monitoring system and capacity in generating and compiling more accurate and
timely data. We also welcomed China’s offer to continue with training courses
and seminars on the regional economy and financial cooperation.
11. We noted the vigorous discussion on furthe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at the first Research Group meeting in March 2004 in Manila and agreed that
further discussion by the Research Group should continue next year. This will
further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mong member countries and foster the
build-up of intellectual capital across the region. In that connection, we agreed
to undertake four more studies. We welcomed Japan’s and China’s offer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for those studies.
12. We conducted a useful dialogue

with the ADB and expressed our

appreciation for the technical assistance provided by the ADB to members.
13.

We are pleased with the overall progress achieved under the ASEAN+3

framework and reiterated our commitment towards forging close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this region, including exped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initiatives to ensure continued regional financial deepening and
greater stability.
14.

On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Ministers generally agreed with its

objective of promoting sound supervisory standards worldwide, and reaf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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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

certain

level

of

flexibility

for

non-G10

countr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schedule of the new Accord would support the smooth transition
to the new supervisory framework.
15.

We agreed to meet in Istanbul, Turkey in 2005.

16.

We expressed our thanks to Korea for hosting the 7th ASEAN +3 Finance

Ministers Meeting

2005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Istanbul, Turkey, 4 May 2005

170)

Introduction
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EAN+3), convened our eighth meeting in Istanbul, Turkey under the
chairmanship of H.E. Chansy Phosikham, Minister of Finance of Lao PDR.
2. We exchanged views on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policies, and review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nd the ASEAN+3
Research Group.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3. We were pleased to note the region’s strong economic growth last year.
170)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the-joint-minister
ial-statement-of-the-8th-asean3-finance-ministers-meeting-istanbul-turkey-4-may2005:최종검색일(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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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softening of external demand, it was expected that the region
would post still solid, though somewhat moderated, growth this year.
4. To susta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gion particularly against the
potential risks of persistently high oil prices and global imbalances, we
reiterated our commitment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s as well as to take
appropriate

macroeconomic

policy

measures

including

policies

to

promote

domestic demand-driven growth.
Strengthening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5. O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e reaffirmed our resolution to
strengthen our 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in East Asia by making the
CMI a more effective and disciplined framework. As a basic principle for the
review, we agreed to firmly maintain the CMI’s two core objectives, namely,
(1) to address short-term liquidity difficulties in the region and (2)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6. Taking into account (i) the improvement in our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s and (ii) the advancement in our various initiative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such as regional surveillance and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s well as reflecting the existing vulnerabilitie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we agreed upon the following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MI as a 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I) Integration and enhancement of ASEAN+3 economic surveillance into the CMI
framework to enable early detection of irregularities and swift remedial policy
actions, with a view to developing effective regional surveillance capabilities
that complements

the

current undertaking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II) Clear-defining of the swap activation process and the adoption of a
collective decision-making mechanism of the current network of bilateral swap
arrangements (BSA) as a first step of multilateralization so that the relevant
BSAs would be activated collectively and promptly in case of emergen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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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ize of swaps. The size of the BSAs should be
increased by (i) increasing the amount of existing bilateral commitment, (ii)
concluding

new

BSAs,

for

example,

among

ASEAN

countries,

and

(iii)

transforming one-way BSAs to two-way BSAs. Member countries favored an
enhancement of up to 100% increase of the existing individual arrangements
while noting that the size could be flexibly decided by bilateral negotiations. In
this context, the ASEAN Swap Arrangement has been doubled from US$ 1
billion to US$ 2 billion.
(IV) Improving the drawdown mechanism. The size of swaps that could be
withdrawn without the IMF-supported program would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10% to 20% in order to better cope with sudden market irregularities
while

the

current

framework

to

complemen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and other disciplined conditions would be firmly maintained.
7. To further enhance the CMI’s effectiveness, we tasked the Deputies to
study the various possible routes towards multilateralizing the CMI.
8. 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we were pleased with the
concrete

progress

implemented

in

made

line

with

to
the

date,

in

particular

aspiration

of

this

the

positive

Initiative.

measures

The

notable

achievements since our last meeting are summarized in the ABMI progress
report (to be uploaded to the Asian Bonds Online Website (ABW)[1]). The East
Asian local currency bond markets have grown rapidly, and some structural
improvements have been observed such as stretching of the government bond
yield curves and diversification of instruments and issuer base.
9.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eper and more liquid regional
bond markets that would assist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the large pool of
savings in Asia to finance productive investment in the region, we will continue
and expedite our efforts in undertaking a wide variety of studies and
implementing various effective measures under the ABMI working groups.
10. Embracing the initial success, we will introduce a roadmap that pro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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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ing and sharing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on bond market
development and on our related efforts with the regular self-assessment
conducted by member countries. The possible issuance of Asian currency-basket
bonds could be explo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roadmap. We also agreed to
embark the study of Asian Bond Standard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bond markets in Asia through tailoring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setting

the

procedure

entrusted

by

global

issuers

and

investors.

We

acknowledged the merits of embracing the voluntary “practical alternatives”
for withholding tax treatment on bond holdings in promoting liquidity and
cross-border trading in the region.
11. On the ASEAN+3 Research Group, we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tudies on economic surveillance, economic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region, reg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which contributed to our better understanding of
closer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region.[2] We also endorsed three research
areas for 2005-06 that will collectively look at capital flow liberaliz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cluding fostering asset
management industry; and policy coordination forward in the region.
Asia’s Representation in the IMF
12. We called for an urgent review of the quota of the Asian countries in the
IMF to properly reflect the current realities and their relative positions in the
world economy. This would strengthen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sia
and the IFIs.
Others
13. We thanked the ADB for its continued support for ASEAN+3 initiatives and
welcomed the Bank’s new focu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e also
expressed ou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s of Lao PDR and Turkey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14. We agreed to meet in Hyderabad, Indi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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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asianbondsonline.adb.org
[2] To be disseminated through the websites of the ASEAN Secretariat, the
ADB, and member countries where available

2006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9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Hyderabad, India

171)

on Thursday, 04 May 2006. Posted in Statement & Communiques, 2003-2007
Introduction
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the ASEAN, China, Japan, and Korea

(ASEAN+3), convened our nineth meeting in Hyderabad, India, under the
chairmanship of Senior Minister Keat Chhon,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Kingdom of Cambodia.
2.

We exchanged views on region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policies. We also review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processes,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nd the ASEAN+3 Research Group, and explored ways to further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3.

We were pleased to note that East Asia had maintained a strong growth

171)
http://www.asean.org/news/asean-statement-communiques/item/the-joint-ministerial-s
tatement-of-the-9th-asean3-finance-ministers-meeting-hyderabad-india-2:최종검색
일(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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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um and that the overall economic outlook remained bright in 2006, as
assessed by our own peer review mechanism,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as

well

a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Nevertheless, we shared a view that there were a number of potential
downside risks such as persistently high oil prices, widening global imbalances,
upward global interest rates trend, and potentially adverse effect of avian flu
pandemics.
4.

We acknowledged th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creasing financial market openness in the region.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w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appropriate macroeconomic policy mix and accelerating economic
structural reforms.

We also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policy development to cope with such potential risks. In particular, given the
recent spike of oil prices, we strongly urged for swift actions both on the
demand and supply side to stabilize the oil market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enhancing dialogue between oil producing and consuming countries to
improve market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Strengthening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5.

O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substantial progress has continued to

be made. In particular,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liquidity support
network (also known as “the Second Phase of the CMI Review”), which was
initiated at the Jeju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2004, had been
successfully completed, as explained below.

Here, we reaffirmed to firmly

maintain the CMI’s two core objectives, namely, (1) to address short-term
liquidity difficulties in the region and (2)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dure for the swap activation was
adopted.

All Swap Providing Countries can simultaneously and promptly provide

liquidity support to any parties involved in bilateral swap arrangements (BSA) at
times of emergency;
(ii) To explore the ways for further strengthening surveillance capac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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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 the Group of Experts (GOE) and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ETWG) would be launched.
composed

of

several

regional

professional

experts,

would

independent economic assessment vehicle for this region.

The GOE,

serve

as

an

The ETWG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nd spreading the Early Warning System
to facilitate early detection of irregularities.
(iii) The total swap size has now reached US$75.0 billion, almost doubled
from a year ago. Nine BSAs have been revised since last yea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MI reflecting the Istanbul Agreement.
6.

Looking ahead, we tasked the Deputies to set up a “new task force”

to further study various possible options towards an advanced framework of the
regional liquidity support arrangement (CMI multilateralization or Post-CMI),
based upon their exploration during the past year. Moreover, we instructed the
Deputies to enhance the regional surveillance capacities.
7.

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we noted that concrete

progress had been made as indicated by the fact the size of the local currency
bond market in the region has more than quadrupled since 1997. Following the
issuance of Pan-Asia Bond in 2004, the achievements included (i) local
currency-denominated
institutions

such

as

bonds

issued

by

various

Baht-denominated

bonds,

international

and

foreign

Peso-denominated

bonds,

Renminbi-denominated bonds (Panda Bond), and Ringgit-denominated bonds; and
(ii)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issued through securitization. We believed
that the study on the issuance of the asset-backed Asian currency-basket
bonds and cross-border local currency bonds would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ment.
8. We recognized a noticeable progress made in discussions on the market
infrastructure, including regional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settlement system, credit ratings, and the Asian Bond Standards. We agreed that
the on-going discussions should be further expedited to promot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bond market in the region. We concurred that technical
assistance should be continued to overcome weaknesses identified in the regular
self-assessment and information sharing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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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n the ASEAN+3 Research Group, we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the
input from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es in the region. The research
reports for 2005-2006 will be disseminated through the websites of the ASEAN
Secretariat, the ADB, and member countries where available.

We endorsed two

research topics for 2006-07: “Toward greater financial stability in the Asian
region: Exploring steps to create regional monetary units” (led by a Japanese
research institute) and “Financial conglome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led
by a Korean research institute).
ASEAN+3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10. In order to ensure the credibility and legitimacy of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y,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ad hoc quota increase for significantly under-represented
countries in the IMF.

We called upon its Managing Director to work with the

IMFC and Executive Board to come forward with concrete proposals for
agreement at the upcoming IMF and World Bank Annual Meetings in Singapore.
We agreed that we would play active roles in the IMF policy-making and
support its activities.
11. We appreciated the IFIs such as the ADB and IMF for their continued
efforts to support ASEAN+3 initiatives related to the regional surveillance
activities. We heard the presentation by the ADB President, Mr. Haruhiko
Kuroda, on the economic outlook for the region. We also welcomed the ADB’s
ongoing works on the regional bond market development.
Others
12. We expressed our appreciation to governments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as the co-chairs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We also thank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for its hospitality and ki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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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e agreed to meet in Kyoto, Japan, in 2007.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uld

co-chair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in 2007.

2007
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10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5 May 2007, Kyoto, Japan

Introduction
１．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Korea (ASEAN+3),
convened our tenth meeting in Kyoto, Japan, under the co-chairmanship of H.E.
Chalongphob Sussangkarn, Minister of Finance of the Kingdom of Thailand and
H.E. Jin Renqing, Minister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２． We exchanged views on region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policies. We also review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processes,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Multilateralisati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and the ASEAN+3 Research Group. We also
explored ways to further enhance these initiatives.
Recent Economic and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３． We welcomed continued strong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The
growth outlook for 2007 remains favourable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is
broadly supportive of regional economic expansion. We also noted challenges
posed by main downside risk factors, including possible spillover effects from
potential slowdown in major world economies, large global imbalances, greater
financial market volatilities, growing signs of a rise in protectionist 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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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recurrent rise in oil prices.
４． We recognised the increased globalisation of economies and agreed on the
importance of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region's resilience. In this context,
we reiterated our commitment to accelerate and deepen structural reforms and
implement appropriate macroeconomic policies including domestic demand-driven
measures to suppor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the region.
Strengthening East AsiaFinancial Cooperation
５． On the Chiang Mai Initiative, we were pleased to note that the Bilateral
Swap Arrangement (BSA) network has increased to US$ 80 billion, consisting of
16 BSAs among 8 countries.
６． We noted the substantial progress made in the activities of the new
Taskforce on CMI Multilateralisation. Proceeding with a step-by-step approach,
we unanimously agreed in principle that a self-managed reserve pooling
arrangement governed by a single contractual agreement is an appropriate form
of multilateralisation. We recognised the consensus reached as a significant
achievement towards an advanced framework of regional liquidity support
mechanism. We instructed the Deputies to carry out further in-depth studies on
the key elements of the multilateralisation of the CMI including surveillance,
reserve

eligibility,

size

of

commitment,

borrowing

quota

and

activation

mechanism. Meanwhile, we reiterated our commitment to maintain the two core
objectives of the CMI, i.e., (i) to address short-term liquidity difficulties in the
region and (ii)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７． We reaffirm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on regional surveillance alongside the CMI multilateralisation process based on
the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We welcomed the initial
progress made by the Group of Experts (GOE) and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ETWG) on ways to strengthen
regional surveillance capacity since their launches after our last meeting in
Hyderabad. Further, we agreed to explore ways on how to link these activities
with strengthened surveillance with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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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 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we encouraged collective efforts of
ABMI

Working

Groups

in prioritising

the

work

plans

and

setting

clear

deliverables to move forward. We welcomed the diversification of issuers and
types of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and endorsed undertaking of the
following new studies: Exploring New Debt Instruments for Infrastructure
Financing, Promotion of Securitisation of Loan Credits and Receivables, and
Promotion of Asian Medium Term Note (MTN) Programme. We also recognised
noticeable progress of studies on regional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settlement system, credit rating harmonisation as well as 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on.

Furthermore,

we

were

also

pleased

to

see

the

strengthened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under the ABMI.
９． On the ASEAN+3 Research Group, we acknowledged the depth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studies related to the region's effort to promote
greater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We endorsed two new study topics
for 2007/08 Research Group activities: (1) "Development of Database on
Corporate Credit Information" and (2)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o Widen
and Diversify SME Financing".
Conclusion
10． We expressed ou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s of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ir excellent arrangements as
co-chairs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in 2007. We also thanke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its hospitality and kind cooperation on hosting the
venue.
11． We agreed to meet in Madrid, Spain, in 2008. Viet Nam and Japan will be
co-chairs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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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11th ASEAN Plus Three ASEAN Ministers
Meeting Madrid, Spain, 4 May 2008172)

Introduction
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Korea (ASEAN+3),
convened our eleventh meeting in Madrid, Spain, under the co-chairmanship of
H.E. Vu Van Ninh, Minister of Financ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H.E. Fukushiro Nukaga, Minister of Finance of Japan.
2. We exchanged views on regional and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policies and review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itiatives,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and the ASEAN+3 Research Group. We also explored
ways to further enhance these initiatives.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egion
3. The global economy faces a challenging period. While we remain positive
about the long-term resilience of the global economy, the short-term economic
prospects have weakened. Risks to the outlook come from the still unfolding
events in financial markets, the potential worsening of housing and credit cycles
and inflationary pressures driven by high energy and food prices.
4. The regional economy has continued its strong growth and is forecasted to
remain robust although somewhat weaker. Nonetheless, several risks remain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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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further worsening of the growth prospects, vulner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continued inflationary pressures from rising oil and non-oil
markets commodity prices.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aking appropriate
actions to ensure that economic activity continues at a sustained pace by
balancing policies to deal with these risks. We are also committed to
accelerating and deepening structural reforms to suppor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We highly appreciate ADB initiative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food prices. In addition, we agreed to work closely with the
ADB on regional and national initiatives to provide food security and stability of
food prices for the regional economies.
5. Such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remind us of the strong interaction
between vulner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the macro-economic situation.
The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have recorded strong growth by deepening
intraregional trade of goods and services. The financial markets in Asia have
become more interdependent with increasing 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In this context,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o enhance
communication among authorities responsible for macro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supervision in the region.
Strengthening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Chiang Mai Initiative6. O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e have been carrying out work on the
key elements of the multilateralisation of the CMI since our last meeting in
Kyoto, following the principle agreement that a self-managed reserve pooling
arrangement governed by a single contractual agreement is an appropriate form
of multilateralisation. We reiterated our commitment to maintain the two core
objectives of the CMI: i) to address short-term liquidity difficulties in the region
and ii)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We
agreed that CMI Multilateralisation will be underpinned by rigorous principles to
govern its key aspects, including economic surveillance, borrowing accessibility,
activation mechanism, decision making rules and lending covenants, while
keeping to timely dis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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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e agreed that it is indispensable to build a credible system in ASEAN+3 to
monitor the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of the member countries. As a
start, we agreed to impl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current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 such as increasing the frequency of the
dialogues and developing a standardized format for the provision of necessary
information and data. Such strengthened regional surveillance system will
contribute to smooth and efficient decision making. We will further explor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role in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when necessary as reference.
8. We also agreed that the total size of the multilateralised CMI would be at
least US$80 billion, a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amount of contribution
between the ASEAN and Plus Three countries would be “20:80”. We further
agreed on key concepts of the borrowing accessibility, the activation mechanism
and other elements. Based on the progress made thus far on some of the key
elements of the multilateralisation of the CMI, we are committed to further
accelerate our work in order to reach consensus on all of the elements which
include concrete conditions eligible for borrowing and contents of covenants
specified in borrowing agreements.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9. Along with the effort and progress made under the ABMI since 2003, the
Asian bond markets have recorded remarkable growth in terms of size and
diversity of issuers. We also took note of other progress and effort under the
current ABMI such as studies on new securitized debt instruments,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the suty on Asian Bond Standard and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domestic credit rating agencies.
10. To further develop the Asian bond markets, we endorsed the New ABMI
Roadmap. This new roadmap shows our renewed strong commitment to the
concrete progress of ABMI, on the occasion of its fifth anniversary.
11. First, the new ABMI Roadmap focuses on the four key areas: i)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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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ance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ii) facilitating the demand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iii) improving regulatory framework and iv)
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for the bond markets. The Steering Group will
be established to monitor and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four Task Forces
in charge of those areas.
12. Second, we agreed to make further voluntary efforts to contribute to more
accessible regional bond market development in a concerted manner. In this
regard, each country will make periodic self-assessments of its progress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ABMI. The reference will be introduced for this purpose.
13. Third, we recognized that the private se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ond markets. In this regard, we welcomed the launch of a
group consisting of private sector participants to discuss the cross-border bond
transactions and settlement issues.
-Others14. On the ASEAN+3 Research Group, we appreciated the various studies made
by the Research Group on relevant topics including financial integration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 the region. We endorsed three study topics for
2008/09 Research Group activities: i) “Development of Corporate Credit
Information Database and Credit Guarantee System”; ii) “The Trend of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onetary Flows in East Asia”, and iii) “New
Financial Products and their Impact on the Asian Financial Markets”.
15. We also welcomed the various efforts made by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ETWG) and the Group of Experts
(GOE) to strengthen regional surveillance capacity.
Conclusion
16. We expressed ou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Japan for their excellent arrangements as co-chairs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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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We

also

thanked

the

Government of Spain for its hospitality and kind cooperation.
17. We agreed to meet in Bali, Indonesia, in 2009.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co-chairs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in 2009.

2009
The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12th ASEAN Plus Three Finance Ministers’
Meeting Bali, Indonesia, 3 May 2009173)

Introduction
1. We,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hina, Japan and Korea (ASEAN+3),
convened our twelfth meeting in Bali, Indonesia, under the co-chairmanship of
H.E. Korn Chatikavanij, Minister of Finance of Thailand and H.E. Jeung-hyun
Yoon,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ident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ASEAN were also
present at our meeting.
2. We exchanged views on region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and
policies. We also reviewed the progres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itiatives, includ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and the ASEAN+3 Research Group.
Furthermore, we explored ways to further enhance these initiatives for higher
efficiency and more positive impact.
3. In particular,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reached agreement
on all main components of the CMIM,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scheme
173)
http://www.asean.org/communities/asean-economic-community/item/the-joint-media-s
tatement-of-the-12th-asean-plus-three-finance-ministers-meeting-bali-indonesia-3may-2009-2:최종검색일(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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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end of this year.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Region
4. We noted that the Asian economies, which have registered solid growth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ave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arising from the
sharp contraction of the global economy. The deepening global economic
downturn, coupled with heightened risk aversion in financial markets, adversely
impacted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We also noted challenges posed
by the downside risk factors, including further financial stress and emerging
protectionism. Therefore,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requires more concerted
efforts to enhance confidence,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and prevent further
decline i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spread of the new health threat of
influenza A (H1N1) requires us to stay vigilant on the possible impact.
5. We welcomed the outcomes of the London Summit on 2nd April 2009, which
intends to restore growth and jobs, to strengthen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to strengthen our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to resist protectionism
and promot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and ensure a sound and sustainable
recovery for all. We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roles play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in restoring growth through supporting the areas of
infrastructure and trade balance and addressing development agenda. We
reiterated our call for prompt implementation of the Fifth General Capital
Increase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expected the augmented
ADB capital base be appropriately utilized to fulfill its role in Asia, especially
during this global economic slowdown.
6. We also welcomed the proac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economic stimulus
undertaken by each member country in the concerted efforts to sustain
financial stability and restor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addition,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economic policies cooperatively and
responsibly to ensure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of our region given the
current volatile global economic situation. We agree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ystem of each country and promote the flow of capital in our region.
Furthermore, we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ou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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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foster market confidence in our
region.
Strengthen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7. O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e have reached agreement on all the
main components of the CMIM, including the individual country’s contribution,
borrowing accessibility, and the surveillance mechanism. The agreed components
of the CMIM, which is a framework of mutual assistance among ASEAN+3
countries, are consistent with its two core objectives: (i) to address short-term
liquidity difficulties in the region and (ii)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8. We agreed to implement the CMIM before the end of this year. In this
regard, we tasked our Deputies to work out the operation details and
implementation plan, particularly the legal documents that will govern the CMIM.
9. We agreed that an independent surveillance unit will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o monitor and analyze regional economies and support CMIM
decision-making. As a start, we agreed to establish an advisory panel of experts
to work closely with the ADB and the ASEAN Secretariat to enhance the
current surveillance mechanism in order to lay the surveillance groundwork for
the CMIM. In addition, we welcomed Hong Kong, China, to participate in the
CMIM.
10. On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we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ABMI in promoting the local currency bond markets. We agreed to enhance
the ABMI Roadmap taking into account the outcome of the London Summit.
11. We endors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CGIM) as a trust fund of the ADB with an initial capital of US$500
million which could be increased once the demand is fully met. The objective
of CGIM is to support the issuance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corporate
bond in our region. This initiative would contribute developing regional bond
markets. Issu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CGIM such as business scope,

- 192 -

leverage ratio and country limit are to be further discussed at the working
level in order to make the mechanism to be effective by 2010 AFMM+3.
12. In addition, we agreed on the proposed provision of the Technical
Assistance

from ADB with

regard to

the

pilot project on cross-border

infrastructure bond issuance by the Lao government in Thailand. We also
agreed to explore the possible measures to enable mutual access to securities
market in the region. We took note of the active efforts and progress made in
discussions by the Group of Experts composed of private sector participants,
especially on cross-border bond transactions and settlement issues.
13. On the ASEAN+3 Research Group, we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the
various

studies

conducted

by

the

Research

Group

o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the region. We endorsed two topics for the 2009/2010 Research
Group activities as follows: (1) Ways to Promote Trade Settlement Denominated
in Local Currencies in East Asia, and (2) Regulation and Supervision for Sound
Liquidity Risk Management for Banks.
Conclusion
14. We expressed ou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Thailand and Republic
of Korea for their excellent arrangements as co-chairs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in 2009. We also thanked the government of Indonesia for
its hospitality and kind cooperation.
15. We agreed to meet in Tashkent, Uzbekistan in 2010. China and Vietnam will
be the co-chairs of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Process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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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st Asia Financial Currency Cooperation and
Negotiation Strategy of ASEAN :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East Asia

Na Hyoung Lee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re question of this study is how ASEAN countries were
enable to draw a favorable result for them from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system of East Asia in spite of their
relatively weak national power compared to North East Asia countries.
Currently, the financial currency cooperation within East Asia
region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of Chiang Mai initiative, Asia Bond Market initiative,
and regional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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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is process, ASEAN has formed the loose coalition with the
weak countries. Therefore, as an international actor in the form of
intergovernmental consultative body, ASEAN has beaten out China and
Japan, who have higher econom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tatus as
well as the strong national power. As a result, not only ASEAN has
enabled South East Asia countries to secure more liquidity, but also has
taken a role of making favorable condition for ASEAN countries in
designing of the institution from the multilateralization of CMIM, which
has achieved most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
Also, ASEAN has constructed and developed ASEAN +3 system,
which provides ASEAN with more favorable negotiation power and
status. Furthermore, ASEAN has taken a leading and active foreign
policy strategy toward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Likewise, the
status of ASEAN, which has occupied leading and profitable status in the
main mechanism of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is the result
of their joint vision, which was acquired by their strategy of building
network with various countries in the layer of foreign policy strategy. In
other words, it was the outcome of remarkable foreign policy strategy
of ASEAN countries, which have continuously pursued and penetrated
the ASEAN centrality.
The existing research on ASEAN centrality has a tendency to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the ASEAN centrality. Most of them have
limited the role of ASEAN centrality with the explanation that it was a
given role by the powerful nations o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Japan or has explained the ASEAN centrality has the position to
coordinate the interest of powerful nation, behavior, as well as the
identity.
The tendency of these approaches centers in the fact that it could
not become the major research topic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er
attention on small nations among the strong nation centere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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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theory. Therefore, to supplement the existing research, by
doing

away

with

the

previous

tendency,

which

argues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power nations leads the improvement of relative
autonomy of small n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global environment
factors which enabled ASEAN to construct the ASEAN centrality by
reconstructing this with the perspective of the balance of threat of
ASEAN as well as examining the behavioral factors of ASEAN centrality
through this.
Based on this critical mind, first, from the global environmental
factors, which has formed and developed the ASEAN central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ASEAN has deploy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consideration of whom they have to form
cooperation with in order to resolve the economic security in the face
of threats of the individual ASEAN countries after the East Asia
financial crisis.
The East Asia financial institution has been frustrated even though
China and Japan has provided with strong initiative. Taking account this,
this study focuses on the threat of ASEAN, their perception of crisis,
and the balance of threat as

an action against this about

the

background of East Asia cooperation, which is led by ASEAN not by
China or Japan.
Thus, this study tries to review critically about the existing
research, which only gives the structural background by arguing that the
leading and profitable status of ASEAN in the formation of issued-based
result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temporary enabled because of the
absence of hegemony or leadership competition.
Second, this study tries to confirm that the inner cohesion on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capacity of ASEAN, in other words their
tradition and institution called ASEAN way has provided the strong
momentum and driving forces of the foreign policy negotiation pow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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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which is the ASEAN centrality. In other words, this study argues
that the ASEAN is not just a loose form of intergovernmental coalition
of ten countries but has a capacity to draw a favorable result from
opposite using the attractiveness made by ten small countries beyond the
simple aggregation of countries.
Therefore, by looking at the both strong negotiation power of
ASEAN, which has figured out changing global environment that enabled
ASEAN to form ASEAN centrality and their capability to figure and fill
out a structural hole by arguing ASEAN centrality with the method of
gaining sympathy, giving pressure, as well as using appeasement in order
to avoid the threat and to distribute the potential threat by binding
countries within region,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limits that
existing

research

has,

which

are

their

power

nations

centered

perspective or their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other factors by
analyzing asymmetrically depending only one side.
Through

the

discussion,

this

research

tries

to

provide

the

implication in suggesting useful direction for small nations, which are
only given limited role such as a role tak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structing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currency
order, foreign policy and foreign economy policy.

Key Words : ASEAN, East Asia financial currency cooperation, ASEAN
centrality, balance of threat, ASEAN + 3 meeting, CMI, CMIM, ABMI,
East Asia regional monitoring system on financi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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