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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저널 발간사

Foreword for Inaugural Issue of 
ASEAN-Korea Journal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H.E. Lee Hyuk
Secretary General, ASEAN-Korea Centre

올해 한-아세안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아세안과 한국 간 관계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 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2009년에 한-아세안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양측간 경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증대, 정부 간 

협의와 협력의 다변화, 그리고 활발한 사회문화, 

관광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심화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한-아세안 관계는 급속히 

심화, 확대됐습니다. 

우리 한-아세안센터는 오늘과 같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지난 10년간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고 자평합니다.

The year 2019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sean-KOrea CenTre (aKC). it 

was a shared recognition of the rapidly growing 

importance of the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that propelled the two sides to agree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would help 

facilitate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a wide range 

of areas. Over the last ten years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have been expanding and deepening 

exponentially. This is due to the growing need for 

partnership on the economic front, vigorous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s to foster better environments for 

furthering the relationship, and increasing awareness 

of each other through lively socio-cultural, tourism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i am proud to say that 

the aKC has been making meaningful achievements on 

the road to rapidly enhancing asean-Korea ties.

우리 센터는 매년 투자, 교역, 관광, 문화, 학술 

그리고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시의적절하고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센터와 아세안 

당사국들 간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아세안센터가 아세안과 한-아세안 

관계에 관한 알찬 뉴스, 정보, 그리고 통찰력 있는 

기고문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을 발간함으로써 

센터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시점에 왔다는 판단하에 

이 저널을 발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창간호에는 한류(Korean Wave)와 

아세안류(ASEAN Wave)가 양측 국민들 간의 

우호와 친선 증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상임에 

비추어 한류·아세안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기고문과 

대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행물이 많은 아세안과 한국의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순수하게 학문적인 저널을 지향하지 않았고, 

한-아세안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측면을 쉽고 교육적이며 재미있는 방식으로 

담기로 한 것입니다.

We have been undertaking a variety of successful 

projects annually for promoting trade, investment and 

tourism, as well as cultural, academic, and people-

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two regions. and it 

has always been the common efforts of the aKC and 

asean stakeholders that have enabled our work to be 

relevant, fruitful and innovative. However, i felt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 aKC, at its tenth anniversary, to 

further expand the realm of its activity by publishing 

a regular journal which can provide informative news, 

updates, and insightful articles about asean and 

its relations with Korea. in this inaugural issue we 

featured the “Korean Wave” and “asean Wave” as 

the main topics given the nature of the two “Waves” 

as a longstanding phenomenon inseparable from the 

growing sense of good will and friendship between 

the peoples of asean and Korea. We have tried to 

make sure that this biannual publication best serves 

the public good by being widely accessible to as many 

asean and Korean readers as possible.

With this concept in mind, we did not aim to make a 

purely academic journal. instead, we decided to share 

diverse aspects of asean-Korea relations which 

have been shaping the past and present, and will 

shape the future of our partnership. We have done 

this in an easily readable, educational, and somewhat 

entertaining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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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Korea and 10 ASEAN Member States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 3월 13일 설립

established on 13 march 2009, a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ndate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between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Korea
대한민국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

Cambodia
캄보디아

indonesia
인도네시아

lao PDr
라오스

malaysia
말레이시아

myanmar
미얀마

Philippines
필리핀

singapore
싱가포르

Thailand
태국

Viet nam
베트남

또한, 10개국 아세안 회원국과 한-아세안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최신 정보와 통계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양측은 그간의 눈부신 

관계 발전의 역사를 축하하고, 가일층 번창하고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한-아세안이 더욱 긴밀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를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아세안 저널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양자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이 지역에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현시키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저널이 한-아세안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조언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 창간호 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e also included up-to-date data and information on 

the ten asean member n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i hope that this can help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asean 

countries and Korea’s place in them. This year also 

marks a historic milestone as we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The 

asean-rOK special summit will be held from 25 to 26 

in november, Busan. The special summit in celebration 

of the anniversary between the leaders of Korea and 

ten asean member states will not only highlight the 

footsteps of the flourishing partnership between the 

two regions, but also lay out the vision for a much 

more prosperous and mutually beneficial asean-Korea 

community in the future.

and of course, the “new southern Policy” will serve as 

a guiding principle in our endeavors to make the two 

regions an ever more connected and thriving community. 

in that vein, i call on the readers of asean and Korea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neighbors and contribute to realizing the era of 

last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se regions. i would 

like to add that we welcome your valuable advice and 

feedback in making the asean-Korea Journal relevant, 

valuable and must-read material among those who are 

engaged in various asean-related activities. i would 

like to conclude by conveying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ose involved in putting together this debut edition 

with their utmost effort and dedication. Thank you.

앞으로 한-아세안 저널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양자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이 지역에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현시키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In that vein, I call on the readers of ASEAN 
and Korea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neighbors and 
contribute to realizing the era of last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s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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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아세안의 해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아세안 

센터가 설립된 지 10주년입니다. 이처럼 

의미가 남다른 시점에 한-아세안 저널이 

창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관계를 모든 분야에 

있어 획기적으로 격상코자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되는 우리 외교의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는 속담처럼 저의 금년 첫 출장지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였습니다. 

아세안의 해를 맞이하는 올해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의 상징적이며 

기념비적인 행사로서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남방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정부의 

역량만큼이나 재계·학계 그리고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한-아세안 센터는 

양측 간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금번 한-아세안 저널 발간으로 한-아세안 

센터의 역할이 더욱 넓어지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신남방정책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높아질수록 

아세안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양질의 자료에 대한 갈증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저널이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 아세안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매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 아세안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매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This is a milestone year for the ties between 

Korea and asean. We celebrate not only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Korea Dialogue relations 

but also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sean-Korea 

Centre which is playing a central role in further 

fostering the partnership. and i truly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the 

asean-Korea Journal at this meaningful juncture.

The rOK Government continues to dedicate itself to 

implementing the new southern Policy in all areas 

of asean-Korea relations. Our commitment to the 

policy is wholehearted - it lies at the very heart of 

our diplomacy. in keeping with the proverb, where 

“Where the mind goes, the body will follow,” my 

first overseas visit this year was to Brunei – the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Korea Dialogue 

relations. in commemoration of this landmark year 

for the bonds between Korea and asean, the rOK 

Government is keen to generate impetus for the 

new southern Policy. in particular, two monumental 

events are the 2019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inaugural mekong-rOK summit - 

both to take place later this year - which will add 

momentum to the new southern Policy.

in addition to government efforts, cooperation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cademia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sean-

Korea Centre is also important in implementing the 

new southern Policy. 

Throughout the past decade, the asean-Korea 

Centre has successfully served as a core facilitator 

in nurturing a genuin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the asean-Korea Centre once again, for its part 

in furthering this role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asean-Korea Journal.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new southern 

Policy at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comes also an even more intense call from the 

public for dependable data and information on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asean. The 

asean-Korea Journal should work to meet such 

public interest and demand. it is my hope that 

the journal will develop into valued and useful 

information for sharing knowledge on asean with 

people in both regions.

Thank you.

It is my hope that the journal 
will develop into valued and 

useful information for sharing 
knowledge on ASEAN with 

people in both regions.

강경화 외교부 장관H.E. Kang Kyung-wha
Foreign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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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저널(ASEAN-Korea Journal) 

창간호의 성공적인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 저널의 출간은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ASEAN-ROK Dialogue 

Relations) 30주년과 한-아세안 센터(ASEAN-

Korea Centre) 설립 10주년을 기립하는 

기념비적인 해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한-아세안센터가 진행해온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인식의 

외연을 확장하고 한-아세안 관계 증진에 건설적인 

주춧돌 역할을 해 온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는 1989년 이래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었습니다. 아세안은 

외교, 안보, 사회문화, 경제 교류 측면에서 미래 

동반자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주요 파트너입니다. 

이제 양측의 관계는 폭넓은 공통의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습니다. 

한-아세안 관계의 중요성은 쌍방향 교류 규모에서도 

양측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국이 되었고 아세안의 

5대 외부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아세안을 

방문하는 비(非)아세안 관광객 수에서 2위를 

차지하며, 2018년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80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는 2,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과 1,500만 명 수준의 인적 

교류 달성이라는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리라 

낙관합니다.

태국은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사람 중심의, 

사람 지향의’ 미래를 내다보는 아세안 공동체 조성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한국을 포함한 대화 파트너들의 협력을 적극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태국의 슬로건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증진(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 테마에 걸맞게 한국과 상호 이익이 

상생하는 전 분야에서 다채로운 교류활동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저널은 자료의 분량에 있어서나, 그 

설명의 충실함, 아세안 국가별 여러 사항들을 

매우 풍부하게 수록하여 내실을 기하는 등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창간호는 

한-아세안 양측의 국민들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과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고, 국가 간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공유하는 

저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금년도에 발간되는 

한-아세안 창간호가 한-아세안 관계의 지나온 

발전상을 돌아보고,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핵심적인 분석과 정보를 함께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asean-Korea 

Centre (aKC) on the successful launching of this 

biannual asean-Korea Journal. indeed, the 

launching of this journal coincides with two notable 

asean-rOK Dialogue relations anniversaries 

in 2019—the 30th anniversary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an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sean-Korea Centre. i would also like to commend 

the Centre on the constructive role it has played 

in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and closer 

relations between asean and the rOK.

since 1989, asean-rOK Dialogue relations 

have continued to expand and deepen. The two 

sides now enjoy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all areas, political-

security, economics, and socio-cultural. in 2017, the 

rOK became asean’s fifth largest trading partner 

and remains asean’s fifth largest external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 rOK also 

ranks second in the number of non-asean tourists 

visiting asean, which in 2018 reached almost 7.9 

million persons. With these numbers, we remain 

optimistic that the shared goal of achieving asean-

rOK trade of 200 billion usD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of 15 million can be achieved by the 

year 2020.

as asean Chair in 2019, Thailand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creating an asean Community that 

is people-centered, leaves no one behind, and looks 

to the future. such a Community would also actively 

engage with its Dialogue Partners, including 

the rOK. We therefore hope to engage further 

with the rOK in all areas of mutual interest in a 

sustainable manner, in line with Thailand’s asean 

Chairmanship theme of 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 The convening of the asean-

rOK Commemorative summit in the rOK in 2019 

will further advance the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and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Publications such as this will provide new insights 

and perspectives on asean and asean-rOK 

relations. indeed, they will pave the way for greater 

connectivity between the peoples of asean and 

the rOK and increase the awareness of how 

cooperation under the asean-rOK Dialogue 

relations framework could better their lives. i also 

look forward to the asean-rOK Journal providing 

useful academic contributions on how asean-rOK 

cooperation can be further enhance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s of both sides.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2019 아세안 의장국)

외교부 장관
H.E. Don Pramudwinai
Foreign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ailand 
(2019 ASEAN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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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센터(AKC) 설립 10주년과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저널(ASEAN-

Korea Journal)이 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아세안 저널의 발간이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과 10개 회원국들을 소개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여, 아세안 

인식 제고를 실현하고 한-아세안 관계증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0년간 지속된 ASEAN Plus Three 

(APT) 협력 체계 구축은 동아시아 통합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세안+3는 세계경제의 27%를 차지하는 

21.9조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점의 기로에서, 중-아세안 

센터(ACC)와 일-아세안 센터(ACC) 

그리고 한-아세안 센터(AKC)는 지역 경제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가시적인 성과와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센터가 발간하는 한-아세안 저널은 

APT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열린 소통의 

장 마련, 상호 이해와 우의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인적교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KC와 한-아세안 저널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cordial congratulations 

to the launching of the ASEAN-Korea Journal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SEAN-Korea Centre (AKC) as well a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ASEAN-ROK Dialogue 

Relations. I am convinced that the launching of 

the ASEAN-Korea Journal will further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ASEAN and ASEAN-Korea 

relations through its rich and various contents 

introducing ASEAN, ASEAN member states and 

enhancing ASEAN-Korea cooperation.

With the past 20 years of development, ASEAN 

Plus Three (APT) cooperation has promoted 

integrated development in East Asia and 

injected impetus into the world economy. 

ASEAN, China, Japan and the ROK have 

achieved a combined GDP of $21.9 trillion, 

accounting for 27 percent of the world economy, 

carrying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world. At 

this important new starting point, the ASEAN-

China Centre (ACC), ASEAN-Japan Centre (AJC) 

and AKC are playing a key role in adv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enhancing 

people-to-people exchanges.

The ASEAN-Korea Journal under AKC’s 

leadership will firmly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more open dialogues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learning to facilitate 

APT cooperation. It will definitely forge closer 

ties among East Asian countries and further 

promote the friendly exchanges among our 

peoples. I wish the AKC as well as ASEAN-

Korea Journal a prosperous future. 한-아세안센터가 발간하는 

한-아세안 저널은 APT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열린 소통의 

장 마련, 상호 이해와 우의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The ASEAN-Korea Journal under 
AKC’s leadership will firmly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more open dialogues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learning to 
facilitate APT cooperation.

천 더하이
중-아세안센터 
사무총장

H.E. Chen Dehai
Secretary General, ASEAN-China Centre

012 013ASEAN-Korea JournalCongratulatory Remarks • 축사



한-아세안 대화관계 (ASEAN-ROK Dialogue 

Relations) 30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10주년이라는 기념비적 해에 출간되는 한-아세안 

저널에 축사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와 

중-아세안센터(ASEAN-China Centre)처럼, 

일-아세안센터(ASEAN-Japan Centre)도 

아세안 회원국들과 각 국가들 사이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역, 투자, 

관광 및 인적교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세안을 위한 국제기구, 한·중·일-아세안센터들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일-아세안센터들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삼자 협력 관계는 실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중·일-아세안센터들이 협력을 

심화하기에 이보다 더 시의적절한 시기는 없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공동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협력 수준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화 협력국들 사이의 경제적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수 십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일례로,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의 

1980년 총 국내총생산은 일본 경제규모의 십 

분의 일 규모였지만, 현재 60%에 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심화하는 관계 속에서, 한·중·일-

아세안센터들은 아세안을 궁금해하는 대중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아세안을 바라보는 국제적 안목도 

필요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아세안센터는 

아세안과 양자 관계 심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하지만, 기업과 이해당사자들은 아세안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세안 회원국들도 이제 저탄소 경제, 

인구 고령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초국가적 국제 현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아세안+3(APT)를 실현하고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한·중·일 아세안센터들 간에 실질적인 공동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새로 발간되는 한-아세안 

저널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역의제에 관한 깊은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On the occasion of the launching of the new journal by 

the ASEAN-Korea Centre (AKC),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KC and 30th Anniversary 

of the ASEAN-ROK Dialogue Relations,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convey this congratulatory 

message.

Like the AKC and the ASEAN-China Centre (ACC), the 

ASEAN-Japan Centre (AJC) has conducted promotional 

activities focused on trade, investment, tourism, and 

personal exchanges so as to enhance partnerships 

between ASEAN member states and our respective 

countries. As we share common objectives,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the ACC, AJC and AKC to 

maintain and strengthen cooperative ties in a process 

of deriving synergy from each other and, indeed, these 

ties have become stronger over the years. In order to 

accelerate this, I believe that it is high time for the 

three Centres to move from the stage of superficial 

cooperation to deep cooperation through joint activities 

that well-reflect the needs of the ASEAN member 

states.

To this end, firstly, we should consider economic 

rebalancing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ir partners. The ASEAN member states have achieved 

exponential economic growth in the past decades; for 

example, the GDP of the 10 member states combined, 

which used to be one tenth of that of Japan in the 1980s, 

has expanded to 60% of what Japan is now. 

As relationships evolve, not only the AJC but also the 

AKC and the ACC implement timely activities that 

accurately reflect both the needs of ASEAN and their 

own people.

Secondly, we have to look at ASEAN from the global 

perspective. Multilateral economic frameworks, such 

as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obviously 

affect each country’s positioning vis-à-vis ASEAN. 

While our Centre tend to focus on bilateral relations 

with ASEAN, companies and our stakeholders are 

already looking at the member states with a much 

broader perspective.

Thirdly,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ASEAN member states are not immune to global issues, 

namely, concerns related to low carbon economies, 

aging popul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tc.

All of them require our collective efforts. Therefore,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explore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AKC and ACC to fortify the 

regional partnership in the ASEAN Plus Three context. 

I hope this journal contributes to such cooperation as 

well as a collective solution toward a new regional 

agenda.

마사타카 후지타
일-아세안센터 
사무총장

H.E. Masataka Fujita
Secretary General, ASEAN-Japa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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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
아세안(ASEAN) 사무총장의 특별 기고

Special Contribution: 
Three Decades of ASEAN-

Republic of Korea Relations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H.E. Dato Lim Jock Hoi
secretary General, asean

올해 아세안(ASEAN)과 한국(ROK)은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의 

연합체다. 한국과 1989년 부분적 대화상대국 

(Sectoral Dialogue Partners) 후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한국은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 지위로 1991년 격상되었다.

초기 한-아세안 협력은 무역, 투자 및 관광 영역의 

실리 외교에 국한되었다. 양 지역 간 공동의 

노력과 교류의 산물은 협력관계를 넘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으로의 진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관계수립 후 15년 뒤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정상들은 

2004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선언문’에 합의했다.

201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포괄적 협력 수준에 

머물렀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는데 동의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는 또 

다른 시대를 맞이했다.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선언’은 다방면에서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지역평화, 안정, 번영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sean—comprising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 nam—

has enjoyed good ties with the rOK since the latter 

engaged with asean as a group in 1989. The rOK 

became a full dialogue partner of asean in 1991.

The initial focus of asean-rOK cooperation was 

primarily on trade, investment and tourism. The 

relations have since expanded to include cooperation 

in more areas, covering the fields of political-security, 

economics and social culture. in recognition of the 

scale of asean-rOK cooperation within 15 years 

and to further advance it, the leaders signed a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at the 8th asean-rOK summit in 2004 in Vientiane, 

lao PDr.

The relationship reached another milestone in 2010 

when the leaders agreed at the 13th asean-rOK 

summit in Ha noi, Viet nam to elevate the relations 

from comprehensive cooperation to a strategic 

partnership.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adopted by the leaders, sets out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in multifaceted areas of 

mutual benefits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and to 

promot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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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보

정치안보는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포함한다. 아세안과 한국은 지역 

평화, 안보, 안전성 증진을 위해 기존의 아세안 협력 

체제와 협약을 통해 정치안보 대화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우선 그 첫 번째 노력으로 한국은 2004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했다. 

또한, 한국은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APT)를 

참여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인 아세안 다자 협력 체제에 

참여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및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일원이기도 하다.

양측은 인신매매, 자금세탁, 무기 밀수, 해적, 

국제 경제 사범 및 사이버 범죄와 국제 테러리즘 및 

다국적 범죄 같은 공동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마약류 

범죄 지식전수 사업을 적시에 수행함으로써 초국적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성을 

둘러싼 복합적 문제 해결에 아세안의 중요한 역할도 

고려할 부분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북핵문제에 관해 북한과 일정한 대화가 

가능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오랜 고립 속에서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이 북한의 다자 

외교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에 건설적인 역할이 

가능한 이유다. 아세안은 강대국의 비핵화 압력 속에서 

상대적으로 동맹적, 중립적 입장을 취해와 외교적 

지렛대 역할이 가능하다. 

Political-Security

asean and the rOK have enhanced political-security 

dialogue and partnership through existing frameworks 

and mechanisms to promote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o begin with, the rOK acceded 

to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in 2004. it also participates in asean 

mechanisms, including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 

Plus and is part of the asean-Plus-Three (aPT) 

mechanism together with asean member states, 

China and Japan. The rOK is also part of the east asia 

summit (eas) process, which also includes asean 

member states, China, Japan, india, australia, new 

Zealand,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Both sides are also continuing to enhance cooperation 

to address issues of common interests and concerns, 

including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s, e.g. trafficking in persons, money 

laundering, arms smuggling, sea piracy, international 

economic crime and cyber-crime. They also launched 

anti-narcotics cooperation to combat transnational 

misconduct through timely implementation of projects 

such as the Knowledge-Transfer Program on narcotics 

Crime.

For its part, asean has been playing a constructive 

role in contributing to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supports peaceful 

denuclearization and initiative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sean ha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work with the rOK to create an environment of trust 

and confidence. Furthermore, the arF has enga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dialogue.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을 기념한 2014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됐다. 회담에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협력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떠오르는 

지역 문제와, 기후변화, 비전통적 안보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실질 협력관계의 양적 결과물을 보더라도 동시대 

한-아세안 관계는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 중 가장 

중요하고 활발한 파트너십 중 하나이다.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Dialogue 

relations,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was held in Busan in December 2014. During this 

Commemorative summit, the two sides renewed their 

commitment to deepen their strategic partnership and 

forge closer cooperation, including addressing emerging 

region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non-

traditional security issues.

With these positive developments, the asean-

rOK relationship is today one of the most active and 

important dialogue partnerships of asean.

018 019ASEAN-Korea Journal



마찬가지로 아세안도 한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다.  

2007년 한국의 아세안 수출 비중은 중국, 유럽 

연합 및 미국에 이어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8년 약 16%까지 확대되어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 입지를 

확보했다. 이 수치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엔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아세안 

해외직접투자(FDI)액은 2017년 53억 달러로 

2007년 27억 달러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여 한국은 

아세안의 5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양자 간 무역 활성화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한다. 아세안에 

한국은 자본재와 중간 상품 공급처이자, 중요한 

소비시장이다. 활발한 무역 교류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제조업을 성숙시키고 지역 내 기업활동 

부가가치 생성 과정인 가치 사슬을 향상시킨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2020년까지 전체 무역 

규모를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적극 

지원하여 무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의 미래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박, 전자, 통신, 자동차 및 화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MSMEs)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관심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asean has also become one of the rOK’s most 

important export destinations. asean comprised a 

10.4% share of the rOK's exports in 2007 after Chin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hare 

has increased to around 16%, making asean the 

rOK’s second-largest export destination after China. 

asean was also the second-largest trading partner of 

the rOK in 2017. These numbers are more meaningful 

for the rOK since it has an export-oriented economy 

and its exports account for more than 60%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GDP).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 from the rOK stood at us$5.3 billion in 2017, 

almost double compared to the us$2.7 billion in 2007, 

making the rOK asean’s fifth-largest source of FDi.

These trends show that bilateral trade has provided 

mutual benefit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For asean, the rOK is not only a source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ry products but is also an 

important market for consumer goods. The robust trade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asean member 

states’ manufacturing processes, as well as to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value chains.

at the 20th asean-rOK summit in singapore in 2018, 

the leaders affirmed their commitments to further 

enhance trade and investment by capitalising on the 

aKFTa, with a view towards achieving the target of 

us$200 billion worth of total trade in 2020. To achieve 

this, additional promotional and educational efforts are 

needed to bolster the aKFTa’s profile and awareness 

via greater engagement with businesses, especially th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in ship-

building,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automobiles 

and chemical sectors.

북미 정상회담 후보 국가로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선정된 것은 아세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꾀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확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제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은 한국과 아세안 양 지역 간 

교역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특히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의 5천만 인구보다 더 많은 

중산층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경제권은 한국이 가장 

협력확대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이 중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생산품 관세 특혜 목록에는 북한의 개성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포함하는 배려도 보여줬다.

서울에 지역사무국을 설립한 정부 간 국제기구 

한-아세안 센터는 수년간 진행해온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통해 인식제고, 무역투자 활성화, 

문화관광 분야 인적교류 확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한국이 아세안 지역의 긍정적이고 호의적 

다자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한국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한 중요한 

소비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세안에도 중요한 시장이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007년 710억 달러에 비해 2018년 

2.5배 증가한 1,600억 달러에 이르러 한국은 

아세안의 5번째로 큰 무역대상국이다. 아세안 전체 

교역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8%에서 2018년 6%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아세안의 한국 수출은 2007년 330억 

달러에서 2018년 600억 달러로 증가해 한국은 

아세안의 5번째로 큰 수출시장이 되었다.

The hosting of the two historic us-DPrK summits in 

asean member states, namely singapore and Viet 

nam, is testimony to the credibility the parties accord 

to asean as a reliable partner and promoter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Economics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01, 2010, has also 

helped raise asean-rOK trade and investment levels. 

it strengthened the rOK’s interest in developing closer 

economic relations with asean, a region with a 

growing middle class larger than the size of the rOK's 

population of 50 million. Products under the aKFTa, 

including those manufactured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DPrK, ar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Over the years, the seoul-based asean-Korea Centre 

has helped raise greater awareness of our relations and 

increasing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s well 

as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s. southeast asia is 

now a significant market for rOK products and services.

Bilateral trade reached us$160 billion in 2018, an 

increase of 2.5 times compared to us$71 billion 

registered in 2007, placing the rOK as the fifth-largest 

trading partner of asean. its share of asean total 

trade has also increased from 3.8% in 2007 to 6% in 

2018. asean’s exports to the rOK recorded an increase 

from us$33 billion in 2007 to us$60 billion in 2018, 

making the rOK the fifth-largest export destination of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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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한국과 아세안 상호 간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심화된 

인적교류 확산의 예로 교육협력, 청년 스포츠 교류 

활성화가 대표적 사례다. 이 외에도 한-아세안 

‘학술 교류’,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청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배움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대통령과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 대표들은 아세안의 다양한 협력 채널들과 

한-아세안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진다. 이 같은 인적 교류는 분명 새로운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드라마 시리즈와 영화, 대중음악 및 패션의 

인기는 아세안 국민들이 한국식 요리, 음악, 문화적 

영역으로 관심을 확장시키는 초석을 마련했다. 

K-pop, K-beauty는 아세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통한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여 매년 상호방문객이 

1,000만 명 규모에 육박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한류 소비재가 

진출한 중요한 시장으로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문화교류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는 지속적인 

관계 심화를 필요로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란 명제 

아래 한층 더 활발해진 인적교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틀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아세안이 한국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를 구상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인 이유이다.

Socio-Cultural

asean and the rOK have made people-to-people 

exchange central to the promotion of mutu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between them. Whether 

through cooperation in education, sports or among 

the youth, both asean and the rOK have enjoyed the 

gains of deepened people-to-people connectivity from 

such interactions. Through activities like the asean-

rOK ‘academic exchange Program’, ‘Future leaders 

Program’ and ‘Youth in action’, both sides can learn 

from one another and exchange views on regional 

issues of mutual concern. in fact, the President of 

the rOK and representatives of the rOK's public, 

private and people sectors meet regularly with their 

counterparts from asean through various platforms 

and asean-rOK cooperation projects. such people-to-

people networking has definitely led to new areas of 

cooperation!

The popularity of Korean TV dramas, movies, popular 

music and fashion has also generate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the country's culture, cuisine, music and 

dance among southeast asians. 'K-pop' and 'K-beauty', 

as a phenomeno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has 

propelled a healthy growth in asean-rOK tourism with 

an estimated five million tourists travelling between 

the rOK and asean member states annually. asean 

member states of singapore, Thailand and Viet nam 

have become important markets where the 'Korean 

Wave' has penetrated consumer goods.

The bond strengthened through such engagements 

emphasizes the need to nurture the relationship and 

ensure that further collaboration is founded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and we wish 

to encourage continued people-to-people exchanges in 

the future.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4IR)의 도래에 발맞춰 아세안 

각국 지도자들은 국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시대적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아세안은 10개 회원국의 

대응상태와 다자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법규 규정을 

위한 ’아세안 4차 산업혁명 준비성 평가’를 시행했다. 

아세안 대화 상대국들도 아세안 4차 산업혁명 체계 

구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디지털 혁명, 

기술 혁신,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고안하고, 사이버 

보안문제를 공론화시킨 부분은 아세안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지향점이다.

글을 마치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세안과 한국은 다방면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이 노동자들의 상호 이동성 증대와 

공공행정 분야 혁신, 전자정부 도입을 통해 상호 

이해와 인식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이에 아세안 공동체의 핵심 요소인 사람, 번영, 

평화와 함께 뜻을 같이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지역통합과 공동체 건설의 청사진 

역할을 담당하는 아세안공동체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보여줬다. 아세안공동체는 

공동 번영의 미래를 지향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에겐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asean leaders recognise the need for asean to be 

well prepared and able to maximize opportunities. in 

embracing the 4ir, important steps have been taken by 

asean, including an ‘assessment of asean readiness 

for the 4ir’, which discusses the diversity of readiness 

levels among asean member states and the need to 

strengthen cross-pillar and cross-sectoral coordination 

and to translate various frameworks and guidelines 

into implementation. To this end, support from asean’s 

Dialogue Partners remains crucial to help ensure the 

success of these various initiatives. There is much 

that asean can learn from the rOK, given its global 

leadership in innovation, digitalization, and healthcare, 

notably on how the Korean government bridges the 

digital divide across all walks of society and addresses 

cybersecurity concerns.

in addition, global concerns such a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egradation,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and 

combating communicable and infectious diseases all 

require transnational action and coordination. The 

rOK’s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other 

specialized international agencies enables information 

sharing and efforts to enhance asean's capacity to 

manage these challenges.

Parting words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ean 

and the rOK face a number of common challenges. it is 

therefore strategic to broaden and deepen cooperation 

that enables mutual learning between the rOK and 

asean member states, in areas such as mobility of 

asean workers to the rOK and Korean workers to 

asean member states, e-governance and innovations 

in public 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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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이 지역개발 격차를 좁히고 지역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아세안 협력기금 재정 지원을 받아 

수요 기반의 공동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기금 

규모 증대와 한-아세안 프로그램 사업팀 확장으로 

과거보다 많은 협력 프로그램이 기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부산에서 개최가 예정된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한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다자회의이며 아주 중요한 

외교행사이다. 한국과 아세안이 걸어온 지난 과거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구상하며 한국이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별정상회의 개최 합의가 

비전, 전략, 사업들을 양측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화룡점정의 계기로 삼고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시키는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장래 한-아세안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정상 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

아세안은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철학인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존중하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 협력체계의 한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준 점은 높게 

평가한다. 아세안과 맺어진 기존 관계들을 강화하고 

한-아세안센터를 비롯한 아세안문화원이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키는 성과를 기대한다.

asean appreciates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initiated by President moon Jae-in last year, which 

aims to substantially deepen the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based on the three pillars of ‘People, 

Prosperity and Peace’ that are in line with the three 

pillars of the asean Community. Towards this end, 

asean welcomes the rOK’s continued support in 

realizing the asean Community Vision 2025, which 

is the roadmap for asean regional integ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asean 

Community will benefit the wider east asia region, 

including the rOK.

Various cooperation programs and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with funding support from the asean-

rOK Cooperation Fund to assist asean in narrowing 

development gaps and achieving regional integration. 

With the rOK’s commitment to enhance its contribution 

to the Fund and the work of the asean-rOK Program 

management Team, more cooperation programs and 

projects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at the end of this 

year is an opportune time for both sides to review the 

relationship and set mutually beneficial goals for the 

partnership moving forward.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both sides build on the current momentum, seize 

new opportunities, and tap into potential to further 

strengthen the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a joint statement is expected to be adopted by the 

leaders at the Commemorative summit to advance 

asean-rOK cooperation in the years to come.

asean appreciates the rOK’s continued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in the regional architecture and its 

active participation in asean-led mechanisms. We look 

forward to further strengthening existing mechanisms, 

including the asean-Korea Centre in seoul and the 

asean Culture House in Busan, in order to promote 

asean-rOK cooperation and further advance the 

relationship.

CHRONOLOGY
한-아세안 관계 연혁

ASEAN was 
founded

아세안 창설

1967
asean-rOK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was established

한-아세안 부분
대화관계 수립

1989
asean-rOK Full

Dialogue Partnership
was established

한-아세안
완전대화상대국관계로 격상

1991

asean-Korea FTa
on service and investment

entered into force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2007
asean-Korea FTa
on Trade in Goods
entered into force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2006
asean Free Trade area
(aFTa) was established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

1993

asean-Korea Centre
was inaugurated

한-아세안센터
설립

2009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sean
was inaugurated

주 아세안대표부
설립

2012
asean Community

was launched

아세안 공동체
출범

2015

30th anniversary of asean-
rOK Dialogue relations and 1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

한-아세안센터 설립 
10주년

2019
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 was launched 

신남방정책위원회 
출범

2018
asean-rOK Cultural 

exchange Year
50th anniversary of asean
asean Culture House was 

inaugurated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아세안 창설 50주년
아세안 문화원 개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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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혜영, 여행작가

Author·Photographer Kim Hye-young, Travel Writer

리틀 마닐라
서울 속 필리핀
매주 일요일, 종로구 혜화동에 특별한 장터가 선다. 바로 필리핀 이주민들이 

자국의 생필품과 먹거리를 파는 필리핀마켓이다. 이 마켓은 ‘서울 속 필리핀’이라 

하여 ‘리틀 마닐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 고객은 필리핀 이주민이지만 

서울의 이색 명소를 구경하러 오는 한국인과 외국인 방문객도 꽤 많다.  

1년 내내 필리핀마켓의 분위기는 활기차다. 한 줄로 늘어선 마켓 부스에서 필리핀 

타갈로그어가 한국어와 영어와 뒤섞여 웅성웅성 날아다닌다.

Little Manila
The Philippines in Seoul
a very special market opens up every sunday in Jongno-gu, Hyehwa-dong. There, Filipino 

immigrants host a Filipino market, where they sell Filipino goods and cuisine. Dubbed the 

“Philippines within seoul,” the market is also known as “little manila”. Though the market 

is mostly frequented by Filipino immigrants, it’s also a unique hotspot favored by local and 

international travelers. The lively atmosphere of the Filipino market makes you forget all 

about the cold as Tagalog, Korean, and english-speaking voices fill up the booths lined along 

the market st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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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의 70년 우정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것은 1949년 3월. 이듬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필리핀은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해 도왔다. 전쟁 후인 1954년, 양국 수도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양국 정상들이 서로 방문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의 밀접한 관계는 관광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필리핀 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가 160만 명을 넘어, 전체 방문 관광객 중 

압도적인 1위를 했다. 이는 필리핀 관광 시장 점유율 

24.28%를 기록하는 수치이다. 필리핀 관광부는 

이를 발판으로 2019년에 한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필리핀 여행이 이처럼 인기를 누리는 것은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다. 필리핀은 아름다운 휴양지가 많고,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한국보다 

물가가 낮다. 비행시간이 4시간 정도로 짧은 데다, 

최근 저비용항공사들이 필리핀 노선을 신규 취항한 

것도 큰 몫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필리핀 여행객 수는 얼마나 될까?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에 약 44만 명의 필리핀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없는 게 없는 만물 시장, 필리핀마켓

당장 필리핀을 여행하기 어렵다면, 매주 일요일 

열리는 필리핀을 간접 경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필리핀마켓 위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가깝다. 1번 출구에서 혜화동 로터리 쪽으로 걷다 

보면, 동성고등학교가 나온다. 학교 정문과 혜화동 

성당 사이에 초록색 천막을 친 부스 15~17개가 

늘어선 곳이 필리핀마켓이다.

1997년에 처음 문을 연 혜화동 필리핀마켓은 

필리핀 음식, 식자재, 잡화, 생필품 등을 파는 만물 

시장이다. 규모는 작아도 품목이 매우 다양하다. 

필리핀 드라마 CD부터 열대과일과 채소, 냉동 

생선과 훈제 육류까지 판다. 향수를 달래려는 필리핀 

이주민과 색다른 구경거리를 찾아온 관광객들로 늘 

북적인다. 외국인들도 종종 눈에 띈다. 마켓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데, 혜화동 성당의 

필리핀 미사 전후로 가장 붐빈다. 

Korea and the Philippines - 70 years of Friendship

The two countries offici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march 1949.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following year, the Filipino government sent 

military troops to assist south Korea. in 1954, soon 

after the war ended, legations were set up in the 

capitals of both countries which helped leaders of 

both nations continu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here is a particular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in the tourism sector, with the 

number of Korean travelers visiting the Philippines 

showing an upward trend. in 2017, over 1.6 million 

Koreans visited the Philippines which represented the 

highest number of inbound visitors among all nations 

and far exceeded others. Koreans make up 24.28% 

of the Philippine tourism market. Continuing with this 

trend, Philippine tourism officials aim to increase the 

number of Korean tourists to two million in 2019.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Philippines is a 

popular destination is its affordability. Beautiful 

getaways and a variety of water sports can all be 

enjoyed in the Philippines for a fraction of the cost 

elsewhere. a short flight time of just four hours and 

low-cost airline routes also contribute to the rise in 

popularity. That being said, how many Filipino 

nationals travel to Korea? according to the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over 440 

thousand Filipino travelers visited Korea 

in 2017. second only to Thailand, 

Filipinos make up the majority of 

travelers from asean countries to 

Korea.

The Filipino Market – A Place with Everything 

you Can Think of!

For those who have not had an opportunity to visit the 

Philippines, you can vicariously experience some of 

the wonders of the country at the Filipino market. The 

Filipino market is close to Hyehwa station on subway 

line no. 4. Take exit 1 and walk towards Hyehwa-dong 

rotary until you come to Dongsung High school, and 

you will see 15 to 17 green booths lined up between 

the main entrance of the school and Hyewha-dong 

Catholic Church. This is the Filipino market.

First opened in 1997 at Hyehwa-dong, the Filipino 

market is a general marketplace for Filipino food, 

ingredients, general goods, and necessities. Despite 

being small in size, there is a vast variety of goods sold 

here. Filipino drama CDs, tropical fruits and vegetables, 

and frozen fish and smoked meats are among the many 

things you will find. The market is always filled with 

friendly Filipino merchants and visitors looking for 

something unique. People of diverse nationalities and 

backgrounds are also frequently spotted as they enjoy a 

look around the market. The market is open from 10 a.m. 

to 5 p.m., but it is especially bustling before and after 

Filipino mass at Hyehwa-dong Catholic Church.

필리핀은 아름다운 휴양지가 많고,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한국보다 물가가 낮다.

Beautiful getaways and a variety of water 

sports can all be enjoyed in the Philippines for a 

fraction of the cost els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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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마켓이 형성된 배경은 필리핀 사람들의 

독실한 가톨릭 신앙에 있다. 필리핀 인구의 약 

80%는 가톨릭 신자이다. 1995년 필리핀 신부가 

매주 일요일 혜화동 성당에서 타갈로그어로 

미사를 진행하면서부터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사를 드리러 왔다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성당 근처에 

필리핀마켓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필리핀마켓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마치 

신앙심 깊은 신자가 날씨가 궂다고 미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필리핀마켓 상인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부부다. 

주로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가 운영한다. 마켓을 

구경하던 중, 필리핀마켓 상인회 회장 박일선(70세) 

씨를 만났다. 박 씨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자녀 

일곱 명을 낳고, 다복하게 사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다. 17년째 일요일마다 필리핀마켓에 나와 

통조림, 떡, 말린 과일, 오리알, 과자 등 주로 

먹을거리를 판다. 

The location of the market is known to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devout Catholic faith of Filipinos. 

roughly 80% of the Filipino population is Catholic. 

Filipinos started to gather around the area when 

a Filipino priest began holding mass in Tagalog at 

Hyehwa-dong Catholic Church in 1995. Greetings and 

information were exchanged with one another after 

mass, and soon after, the Filipino market naturally 

formed nearby. The Filipino market is sure to open every 

sunday rain or shine, just as a devout believer is sure 

to go to mass every week.

The majority of the merchants at the Filipino market 

are multicultural couples. The stalls are typically 

operated by Korean husbands and their Filipino wives. 

While looking around the market, i met its president, 

il-sun Park. at 70 years old, mr. Park lives a fruitful, 

multicultural family life with his Filipino wife and seven 

children. every sunday for the past 17 years, mr. Park 

has been at the market, typically selling a variety of 

foods including canned food, rice cakes, dried fruits, 

duck eggs, and chips. 

젊은 시절 건설회사에 근무했던 박 씨는 필리핀 

파견 중에 학교 교사였던 아내를 만났다며 결혼 

에피소드를 풀어 놓았다. 동남아시아계 사위 자랑도 

잊지 않았다. 박 씨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산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모임은 따로 없지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진다고 한다. 

필리핀마켓 식당에서 이색 경험

필리핀마켓의 분위기를 만끽하려면 필리핀 

전통음식을 먹어봐야 한다. 여러 부스 중에 

뷔페식으로 전통음식을 파는 식당이 두 곳 있다.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음식이므로 어느 가게에 갈지, 

어떤 음식을 고를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음식 앞에서 

한참 망설이자 필리핀 상인이 “잡채”라며 음식 하나를 

가리켰다. 이 음식은 ‘반싯’이라는 필리핀식 쌀국수 

볶음인데, 한국인 입맛에 맞는다는 정보를 미리 

얻었던 터라 냉큼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불고기 

비슷하게 생긴 돼지고기 스튜와 스프링롤처럼 생긴 

‘룸삐아‘를 골랐다. 상인이 학교 급식용 스테인리스 

식판에 음식을 담아줬다. 음식 값은 각각 3천 

원이며 밥은 원하면 무료로 준다. 식판을 들고 주방 

뒤에 마련된 간이 테이블에 앉아 먹었다. 필리핀 

사람들과 타국 사람들 틈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경험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다. 필리핀에 여행 온 듯한 

기분을 즐기며 음식을 음미했다. 식판을 깨끗이 비운 

뒤 상인에게 “masarap(맛있다)”고 인사하며 엄지를 

세워 보였다. 상인이 엄지를 따라 치켜들고 환하게 

웃었다. 서로 어색했던 분위기가 눈 녹듯 사라졌다. 

필리핀 상인들과 한국말로 물건을 사는 정도의 간단한 

소통은 가능하다.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므로, 

영어로 소통하면 마켓 구경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mr. Park shared the story of meeting his wife, who was a 

teacher at the time, during his sojourn in the Philippines 

as an employee of a construction company in his youth. 

He also did not forget to proudly mention his son. mr. Park 

explained that the Filipino immigrants in Korea formed a 

community to help and support one another. While there 

are no official offline gatherings, people share information 

and create relationships via online forums.

Unique Experiences at Filipino Market 

Restaurants

in order to truly experience the Filipino market, you 

must try traditional Filipino food. Of the many booths 

at the market, there are two that sell traditional 

foods in a buffet style. The unfamiliarity of the food 

may make it difficult for Koreans to choose where 

and what to eat. While taking in the vast array of 

culinary delights, a Filipino merchant pointed at an 

item and said, “Japchae (the Korean word for stir-

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Having known 

from previous research that this was “pancit”, Filipino 

stir-fried rice noodles and was suitable for the Korean 

palate, i decided to give it a try. i also selected a pork 

stew similar to Korean bulgogi, and lumpia, a Filipino 

version of egg rolls. The merchant placed all the food 

on a stainless steel cafeteria tray. each dish was 3,000 

won, and the rice was free. i ate my meal on a picnic 

table set up behind the kitchen. eating while seated 

between Filipinos and people of other nationalities was 

an unfamiliar, yet exciting experience. i felt as if i were 

in the Philippines as i enjoyed my food. after finishing 

everything on my tray, i gave the merchant a thumbs-

up and said in Filipino language, “masarap (delicious)”. 

The merchant raised his thumb in return and smiled, 

melting away any awkwardness between us. While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in basic Korean with the 

merchants, english will go a long way in helping you to 

navigate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market.

source: Photograph of the Filipino Community at Hyewha-dong Catholic Church taken by mr. roger amboy, offer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출처: mr. roger amboy의 혜화동 필리핀 커뮤니티 미사 참여 사진, 필리핀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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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통음식의 향연

필리핀마켓에서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음식은 

바나나큐, 반싯, 룸삐아 등이다. 바나나 맛탕인 

‘바나나큐’는 바나나를 꼬치에 끼워 튀김옷을 입한 

뒤 튀긴 음식이다. 고구마 맛탕처럼 단단하고, 

맛도 비슷하다. 물컹한 바나나 육질을 상상했다면 

흠칫 놀랄지도 모른다.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다. 

한 개에 1,000원이며, 바나나 두 개가 꽂혀 있는 

것은 2,000원이다. ‘반싯‘은 쌀국수와 돼지고기, 

당근, 양배추 등을 간장에 볶은 것인데, 우리나라의 

잡채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접시에 3,000원 또는 

5,000원에 판다.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담아 

파는 것은 1,000원이다. 라이스페이퍼에 고기, 

양파, 셀러리 등을 넣어 튀긴 ‘룸삐아’는 군만두 

맛이 난다. 두세 개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한 개에 

1,000원이다. 룸삐아와 비슷한데 길이가 두 배 정도 

더 긴 스프링롤에는 특이하게 콩나물이 들어 있다. 

한 개 1,500원. 

이 밖에도 신기한 필리핀 전통음식이 가득하다. 

치즈 케이크처럼 생긴 빵은 필리핀식 에그타르트다. 

흔히 볼 수 있는 파이지가 바삭바삭한 에그타르트와 

다르다. 겉도 매우 촉촉하고 부드럽다. 돼지껍질을 

여러 번 튀겨 바삭하게 만든 돼지껍질 과자는 

콜라겐이 풍부해 여성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짭조름해 맥주 안주로 좋다. 한 봉지에 

2,000원이다. 부화 직전인 오리알을 삶은 ‘발롯‘은 

지금은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곤달걀과 비슷하다. 

필리핀 사람들은 발롯을 소금에 절여 먹기도 한다. 

달콤한 찰밥을 바나나 잎으로 감싸 찐 ’수만’, 

필리핀식 푸딩인 ‘레체플란‘, 코코넛과 코코넛 

밀크버터, 달걀, 쌀가루를 반죽해 바나나잎에 

담아 찌거나 숯불에 구운 빵 ’비빙카’, 진분홍빛이 

먹음직스러운 떡, 우유를 섞어 만든 코코넛 주스 

등도 눈길을 끈다. 

노란색 망고가 아닌 초록색 그린망고도 파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린망고를 잘라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한다. 맥주는 산미구엘 제조사에서 새로 

출시한 레드홀스가 대세다. 알코올 도수가 6.9도로 

산미구엘보다 높으며 한 병에 3,500원이다. 

Feast of Traditional Filipino Food

The most popular Filipino dishes among Koreans are 

banana que, pancit, and lumpia. Banana que, a Filipino 

take on candied apples, is a popular deep-fried snack 

on a stick using bananas. The taste and firm texture 

are similar to ‘mattang’ (Korean sweet potato side dish 

or snack). if you are imagining the soft texture of a 

banana, you are in for quite a surprise. it is best eaten 

warm. a single stick of banana costs 1,000 won, and a 

stick with two bananas costs 2,000 won. Pancit is rice 

noodles, pork, carrots, and cabbage stir-fried in soy 

sauce, closely resembling, Korean ‘japchae’. a bowl 

will cost either 3,000 won or 5,000 won. it can also be 

purchased for just 1,000 won in a disposable lunch box. 

lumpia, which is meats, onions and celery wrapped 

in rice paper and fried, tastes very similar to fried 

dumplings. You can eat two or three of them without 

getting tired of the taste. each lumpia costs 1,000 won. 

spring rolls costing 1,500 won each are also available 

which are similar to lumpia but twice the length and 

are filled with soybean sprouts.

in addition to the foods already mentioned, there are 

so many other unique traditional Filipino dishes to try. 

The one that looks like cheesecake is a Filipino version 

of egg tart, but unlike the usual egg tarts with a hard 

crust, the outer layer is very soft and moist. Crispy, fried 

pork rinds high in collagen are especially popular with 

women. 

Fried pork rinds also go well with 

beer. a bag of pork rinds costs 2,000 won. Balut, a 

developing duck egg boiled in the shell, is similar to the 

Korean gondalgyal (fetal egg). Filipinos will often pickle 

balut in salt. suman, sweet glutinous rice wrapped 

in banana leaves and steamed; leche flan, Filipino 

pudding; bibingka, a bread made with coconut, coconut 

milk butter, eggs, and rice flour dough, wrapped in 

banana leaves, and either steamed or grilled; dark pink-

colored rice cakes; and coconut juice mixed with milk 

are among the many dishes that will tantalize your 

taste buds.

unlike the yellow mangoes that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Filipinos eat green mangoes dipped in soy 

sauce. san miguel’s newest red Horse beer is among 

the most popular beers. stronger than san miguel at 

6.9% aBV, one bottle goes for 3,500 won.

lumpia, Banana Que, and Pancit
룸삐아와 바나나큐와 반싯

Filipino egg Tart
필리핀식 에그타르트

Green mangoes with Green skin & red Horse Beer
껍질이 초록색인 그린망고 & 레드홀스 맥주

Filipino rice Cakes
필리핀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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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넘어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필리핀마켓 주변에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제법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혜화동 성당이다. 

매주 일요일 일곱 차례 미사가 열리는데, 1시 30분 

미사는 필리핀 신부가 타갈로그어로 집전한다. 

이때 약 1,500명~2,000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미사를 직접 관람해보고, 대단한 인파에 놀랐다. 

좌석이 모자라 신자들이 출입구 앞까지 빼곡히 서서 

미사를 봤다. 

혜화동 성당 맞은편, 혜화파출소 골목에는 필리핀 

은행인 METRO BANK가 자리했다. 필리핀 

여성이 창구 업무와 비자 업무를 담당한다. 

이곳도 필리핀 사람들로 붐볐다. 은행 건물이 

있는 골목 라인에는 카이난 사혜라(KAINAN 

SA HYEWA)와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이라는 필리핀 식당이 있다. 

혜화동 로터리의 우리은행 혜화동 지점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일요일에도 영업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아순방 중에 해외 이주민들이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은행은 일요일에 문을 

열도록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은행 일요일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필리핀 사람들이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은행 

2층에는 필리핀 근로자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은행이 

필리핀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컴퓨터, 커피 자판기, 테이블 등 휴게 시설을 

갖췄으며, 인권 상담 및 책과 DVD를 대여해준다. 

동성고등학교 가톨릭청소년회관 4층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 진료해주는 라파엘클리닉이 있었는데, 

2014년 한성대입구역 부근으로 이전했다. 의료 봉사 

단체인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 4월에 문을 열었으며 

매주 일요일에 40여 명의 의료진과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필리핀마켓 일대를 돌아보며, 

필리핀 이주민들의 일상을 엿보았다.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 혜화동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필리핀마켓에 들러 장을 보며, 은행에 들러 월급을 

송금하고, 필리핀 식당에서 고향의 음식을 맛보는 

그들의 평온한 삶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본다. 

A Market and a Community Space

There are quite a few places frequented by Filipinos 

near the market. Hyehwa-dong Catholic Church is 

among the most notable. mass is held seven times 

every sunday, and the 1:30 p.m. mass is led by a 

Filipino priest in Tagalog. The mass is attended by 

approximately 1,500-2,000 people. upon attending the 

mass, i was surprised by the sheer number of people. 

The sanctuary was packed, with followers standing 

in the entrances to attend as there were not enough 

seats.

Filipino metro Bank is located across Hyehwa-dong 

Catholic Church in the Hyehwa Police station alley. 

Female Filipino clerks take care of any billing or visa-

related issues. This place was also brimming with 

people. Within the same alley of the bank, there are 

two Filipino restaurants called Kainan sa Hyewa and 

led Zeppelin.

The Hyehwa-dong branch of Woori Bank, located at 

Hyehwa-dong rotary, is open for business on sundays 

to accommodate the needs for banking services for 

foreign workers. While touring through southeast asia, 

former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heard that 

foreign workers in Korea did not have sufficient time 

to go to the bank during regular business hours. as a 

result, business hours were extended to sunday for 

banks near areas with many foreign workers. Woori 

Bank in Hyehwa-dong is open from 10 a.m. to 4 p.m. 

on sundays. many Filipinos visit the bank to wire their 

paychecks back home. a lounge for Filipino workers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bank. The bank uses 

this space to provide recreational information for the 

workers. The lounge serves as a place for customer and 

community services, and is equipped with computers, 

coffee machines, tables, and other facilities, as well 

as offering human rights counseling and book/ DVD 

rentals.

raphael Clinic is a free clinic for foreign workers that 

used to be located at the Catholic Youth Center on 

the fourth floor of Dongsung High school but has now 

moved near Hansung univ. station since 2014. raphael 

Clinic, a voluntary medical group, opened its doors in 

april 1997 and is staffed with over 40 medical workers 

and 100 volunteers every sunday from 2 p.m. to 6 p.m.

While walking around the area surrounding the Filipino 

market, i was given a glimpse into the lives of Filipino 

immigrants. it was great to see the local Filipino 

community integrating their lifestyle while working 

hard throughout the week, attending mass at Hyehwa-

dong Catholic Church on sundays, shopping at the 

Filipino market, depositing their paychecks at the bank, 

and finding a taste of home at Filipino restaurants.

참고정보

필리핀마켓 찾아가는 길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 동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마켓 오픈 시간

매주 일요일 10:00~17:00

Reference
Directions to the Filipino Market
Take exit 1 from Hyehwa station (subway line 4) and 
walk straight towards Dongsung High school

Market hours of operation
every sunday from 10 a.m. to 5 p.m.

a Filipino priest leading mass at Hyehwa-dong Catholic Church
필리핀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혜화동 성당

Woori Bank Hyehwa-dong branch at Hyehwa-dong Rotary. • 우리은행 2층에 있는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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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신년 축제
물의 축제 띤장
40도를 오르내리는 태양 빛이 작렬하는 4월 중순은 미얀마에서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더운 날씨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인 기온차로 

인하여 아마도 북반구에서 온 외국인은 신년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광경일 것이다.  

더위와 추위의 극명한 대조만큼 미얀마의 4월은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동남아인들은 

‘느슨하고, 게으르다’고 결론을 지었던 어떤 서구학자의 주장은 뜨거운 3, 4월을 여기서 

보낸다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햇빛이 사정없이 내리비치는 이곳의 한낮은 사실 매서운 

추위의 겨울밤보다 더 무섭게 여겨진다.

The New Year Festival of Myanmar
The Water Festival, Thingyan
The beginning of a year in Myanmar is mid-April, when temperatures fluctuate around 40 

degrees. Those hailing from the Northern Hemisphere cannot tell it is the New Year because the 

temperature is completely opposite to what they would expect. April in Myanmar comes as a huge 

shock for some who are not used to it, because of the stark contrast between hot and cold.  

The assertion of one Western scholar that Southeast Asian people are "slow and lazy" will fade 

away if one were to live here in Myanmar under the scorching weather conditions in March and 

April. The sunlight of the daytime is merciless, while the nighttime is bitterly cold like winter.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Park Jang-sik
Professor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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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근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유입된 ‘그레고리력’이라 불리는 

태양력과 함께 전통적인 태음력을 적절히 융합하여 

태음태양력을 사용하기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셈이다. 두 번째 맞는 전통 새해를 전후로 개최되는 

축제가 바로 ‘띤장 또는 더장’(Thingyan)인 것이다. 

‘띤장’이란 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sankranta’(‘

이동’의 뜻으로 태양의 양자리 Aries Zodiac 

이동을 의미한다)를 미얀마어 문자로 전사(傳寫)한 

것이고, 태국의 신년축제를 의미하는 

‘송끄란’(Songkran)이란 말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래 2018년 그레고리력과 미얀마력의 대조표를 

살펴보면, 태음력의 ‘꺼송’(Kason)월이 미얀마력의 

첫 달이 된다. 하지만, 띤장 축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더구(Tagu)월의 마지막 둘째 날(‘어쪼(akyo)’, 

영접)을 전야제로 시작된다. 2018년의 달력을 

보면, 어쪼는 4월 13일에 해당된다. 다음날 14일이 

보름인 더구월의 마지막 날(‘어짜(akya)’, 강림)이자 

본격적인 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15일은 꺼송월의 

첫날(‘어짯(akyat)’, 쇠퇴)이며 축제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꺼송월의 둘째 날(‘어뗏(atek)’, 

승천)인 16일까지 이어진다. 실제 미얀마력의 새해 

첫 날은 17일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모두 공휴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긴다.

The people of myanmar welcome the new Year 

twice because they use both the lunisolar calendar, 

which appropriately blends both the solar calendar or 

"Gregorian calendar," that was introduced naturally with 

the onset of modernization, and also the traditional 

lunar calendar. "Thingyan" is the festival held before 

and after the second traditional new Year. The term 

‘Thingyan’ derived from the sanskrit word “sankranta” 

and transliterated in the myanmar script means 

‘movement’ with reference to the aries Zodiac motion 

of the sun. its Thai equivalent word is ‘songkran’. 

an examination of the table below showing the 

Gregorian calendar and the myanmar calendar in 

2018, denotes that the lunar calendar month "Kason" 

corresponds to the first month of the myanmarese 

calendar. However, the Thingyan festival begins on the 

last second day ("akyo", meaning welcome) of the last 

month (Tagu) of the year. The festival begins with a 

greeting ceremony on the eve of the festival, or april 

13 in 2018. march 14 is the last day of the Tagu month 

on the lunar calendar and is referred to as "akya," or 

the descent from heaven, and this is when the festival 

begins in earnest. march 15 is the first day "Kason", 

called "akyat," or eclipse. The festival atmosphere 

reaches its peak as it continues until the second day of 

Kason, which is called "atek," or the ascent to heaven. 

The first day of the actual myanmar calendar falls on 

march 17. This entire period is a public holiday and 

enjoyed by people of all ages.

The myanmar calendar, a solar calendar, is composed of 12 

months of Tagu, Kason, nayon, Waso, Wagaung, Tawthalin, 

Thadingyut, Tazaungmon, nadaw, Pyatho, Tapodwe, Tabaung. 

Based on the half month(labyi), the month is divided into 

lazan(first 14~15 days) and lazouk(last 14~15 days). since the 

lunar calendar has only 354 days a year, it adds a day in various 

ways to match 365 days of the solar calendar. as 2018 was the 

year where one month needs to be added, which occurs every 19 

years, therefore, another Waso month was added.

태음력인 미얀마력은 더구(Tagu)월을 시작으로 꺼송

(Kason), 너용(Nayon), 와조(Waso), 와가웅(Wagaung), 

도더링(Tawthalin), 더딘줏(Thadingyut), 더자웅몽

(Tazaungmon), 너도(Nadaw), 뺘도(Pyatho), 더보뒈

(Tapodwe), 더바웅(Tabaung) 등 12달로 구성된다. 한 달은 

보름(라비 labyi)을 기준으로 그 이전 14~15일을 라장(lazan), 

그 이후 14~15일을 라족(lazouk)으로 나눈다. 태음력은 1년이 

354일밖에 되지 않아 태양력의 365일과 맞추기 위해 여러 형태

로 날수를 더하는데, 마침 2018년은 19년마다 한 달을 더 채워

야 하는 해로 와조월이 하나 더 생겼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7일 15일 17일 15일 15일 13일

뺘도 더보뒈 더바웅 더구 꺼송 너용 와조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일 12일 10일 25일 8일 8일

와조1 와조2 와가웅 또떠링 더딘줏 더자웅몽 너도

Jan Feb mar apr may Jun

17 15 17 15 15 13

Pyatho Tapodwe Tabaung Tagu Kason Nayon waso1

Jul aug sep Oct nov Dec

13 12 10 25 8 8

waso1 waso2 wagaung Tawthalin Thadingyut Tazaungmon Nadaw

그레고리력과 미얀마력의 대조표The Gregorian calendar and the Myanmar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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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과히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기에 해당하는 절기를 제외하고 

매월 보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축제가 있고, 

그것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기가 끝나면 

우안거(Buddhist lent, Vassa)에 들어갔던 

승려들의 환속을 기념하는 더딘줏(Thadingyut) 

축제(10월경)가 3일 동안 전국에서 개최되는데, 

각종 촛불이나 요즘은 전기 불빛을 이용한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띤장은 구어체 미얀마어의 발음으로 

‘더장’(dhajan)과 연계되는 것은 ‘물’이며, 가장 

더운 절기를 보내기위한 지혜로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신성한 종교 

의례로, 위대한 신에 대한 최고의 경배 방법으로 

사용된다. 띤장 축제의 중심에는 신의 세계에서 

강림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더자밍(Thagya 

Min)’이 존재한다. 그가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와 

3일 동안 머물다 다시 자신들의 천상 세계로 

복귀하는 시점(환영-강림-쇠퇴-승천)이 바로 

신년에 해당한다는 힌두·불교적 신화와 미얀마의 

민간전승이 더해져 이를 기념하게 된 것이다. 

더자밍은 힌두교에서 보면 베다(Veda) 시대에 널리 

숭배되었고 하위 신들의 왕인 ‘인드라(Indra)’이고, 

불교에서도 붓다(Buddha)의 수호자로 

제석천(帝釋天)이라 불린다. 

또한, 인드라는 머리가 세 개인 코끼리를 

타고 다니며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바즈라(vajra)라는 무기를 갖고, 번개, 

천둥, 폭풍, 비와 강물 등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연 현상을 지배한다.

미얀마의 불교와 정령신앙(animism) 

속에서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하게 산 덕분에 수많은 

공덕(merit)을 쌓아 신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래서 더자밍과 같이 선행을 

베풀어 많은 덕을 쌓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많은 선한 행위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친지 혹은 노인들에게 잔가지에 

달린 ‘더비에(Thabye)’ 잎으로 물을 적셔 

뿌려주는 것이었다. 그 답례로 노인과 

친구들은 축복의 마음을 담아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준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경배와 공양 및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더운 날씨에 

지친 심신을 물로 적셔 생활의 활력소를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myanmar is a country 

full of festivities. With the exception of the rainy 

season, religious ceremonies of many forms are 

organized every two weeks. When the rainy season 

is over, the Thadingyut Festival (in October) is held 

nationwide for three days. This festival celebrates the 

return to secular life of monks after the end of Buddhist 

lent, or Vassa. This is a "festival of light" where people 

hold various kinds of candles, but recently electricity-

powered lights can be found at the event.

Thingyan (which is pronounced in colloquial Burmese 

as "dhajan") is associated with "water," and the 

festival is a sagacious way to spend the hot season. 

in Buddhism, "sprinkling water" is a part of a sacred 

religious ceremony and is the most revered way of 

worshipping the supreme god. The center of the 

Thingyan festival is "Thagya min," or the leader of the 

angels descending from the divine world. The festival 

is part of myanmar's folklore and has ties to the Hindu-

Buddhist myth that Thagya min descended to the world 

of humans and stayed for three days before returning to 

his heavenly world (a process that includes a greeting, 

followed by his descent from the heavens, decadence, 

and then ascent back to the heavens). in Hinduism, he 

was widely worshipped during the Veda era and was 

referred to as "indra," or the king of the subordinate 

gods. in Buddhism, he was called "sakra," or the 

guardian of Buddha. 

Furthermore, indra rides a three-headed 

elephant and has a weapon called a "vajra" that 

can cause thunder and lightning. He controls 

natural events closely related to farming such as 

lightning, thunder, storms, rain and rivers.

Thagya min's role in Buddhism and animism 

in myanmar is that of a human being who has 

been turned into a god after the accumulation of 

numerous merits by faithfully being committed 

to living in accordance with the Buddha's 

teachings. This explains why many mynamar 

people pledge to do countless good works like 

Thagya min. a traditional way to easily practice 

good deeds has been to sprinkle water on 

family, relatives or the elderly using leaves from 

a bundle of sprigs known as ‘thabye’. in 

return, the elderly or friends sprinkle the 

water using a watering can with their 

hearts full of blessing. in Buddhism, 

the act of sprinkling water 

refers to worship, sacrifice, 

and purification, but, in 

reality, aren't people 

wetting their bodies and 

souls with water in order to 

achieve revitalization of their 

lives?

Thagya Min•더자밍

Indra rides a three-headed elephant, has a weapon called a "vajra" that can
cause thunder and lightning, and controls natural events closely related to farming like lightning,
thunder, storms, rain and rivers

머리가 세 개인 코끼리를 타고 다니며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바즈라(vajra)라는 무기를 
갖고, 번개, 천둥, 폭풍, 비와 강물 등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연 현상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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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의 띤장 축제의 모습은 요란스러운 

현대의 것에 비하여 매우 소박한 이미지다. 그림에 

묘사된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은 현대와 차이가 

없고, 대나무 통으로 만든 물뿌리개로 뿌려대는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해학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현대의 띤장 축제는 완전히 

변모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로 변하였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그 규모가 확대되어 도로가에 설치된 

임시 무대에서 큰 호스로 호수에서 끌어들인 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구 뿌려 댄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어느 누구도 기분 상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이 역력하다.

게다가 요즘은 도로변의 무대는 기업과 제품 

이름으로 치장한 홍보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 

마치 축구장의 광고판처럼 중앙대로를 따라 

줄지어 세워져 그곳에 설치된 어마어마한 기계식 

물뿌리개로 사정없이 사람들에게 물을 뿌린다. 

일단 뿌려지는 물의 양과 그 규모로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소방용 호스나 물대포도 등장하고 있으니 과연 

물 축제는 참가자의 기분을 최고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상업적 시대와 접목된 것이다.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서민들의 

물세례도 적지 않게 눈에 들어온다. 가족 모두가 

길거리로 나와 작은 물통에 담긴 물을 행인들에게 

뿌리고 있다. 대로에서 확인한 엄청난 규모의 

물세례와는 판이 다르게 작지만,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 속에 담겨 있는 띤장 축제의 정신은 

선행 행위를 베푸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거나 맞거나 모두 즐거운 모습이다.

이 시기에는 때마침 ‘버다웃(Padauk)’이라 불리는 

노란 꽃이 피고, 역시 노란색으로 익어가는 망고가 

등장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The Thingyan festivals of the early 19th century were 

rather simple affairs compared to the contemporary 

ones. The delight shown by the children in the pictures 

above is different from that shown by children in 

modern times. There is a humorous atmosphere that 

can be detected in the figures of children spraying 

water from "water guns" made of bamboo stalks.

However, modern Thingyan festivals have been 

completely transformed into events with a dynamic 

atmosphere. in major cities the scale of the events has 

been expanded so that the water is drawn from local 

lakes through large hoses. The water is discharged at 

will on people passing by from large hoses temporarily 

installed on pandals, outdoor stages or on roadsides. 

exciting music is played and everyone is completely 

caught up in the jubilant festivities.

These roadside stages have now become places for 

companies to advertise and promote their products. 

reminiscent of billboards on a soccer field, the 

stages are lined up along the central road and a huge 

mechanical sprinkler sprays out water.

The massive amount of water alone that is sprayed 

has amplified the festival-like atmosphere of these 

events. moreover, expensive fire-fighting hoses and 

water cannons are now being used to blast water, a 

development that has grafted the water festival onto 

the commercialized era that allows festival goers to 

enjoy themselves to the utmost.

People also sprinkle water on each other in a simple, 

unfanciful way. entire families come out to the streets 

to sprinkle passersby with water from small water 

bottles. Though smaller in scale than the massive 

roadside water sprinklers, what significance does 

the amount of water being sprinkled have to people 

wanting to enjoy the festival? The true spirit of the 

Thingyan festival is focused on doing good deeds, so all 

festival goers let out shrieks of joy when sprinkling or 

being sprinkled with water.

The atmosphere of the festival is highlighted by the 

blossoming of yellow flowers called 'Padauk' and 

further exuberance is added by the appearance of ripe 

ma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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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런 

물세례를 피해 조용히 사원을 찾아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따라 정해진 방향에서 붓다에게 물을 끼얹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강물이나 호수에 물고기를 

방생하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조류를 놓아주기도 

하며, 멍에를 맨 소를 수레에서 해방시켜 들판에 

풀어놓기도 한다. 변방의 소수민족들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례를 행한다.

우리의 경우 좋은 풍습의 축제 행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지만, 여기의 전통문화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경제 환경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태국의 송끄란에서는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여성들이 등장하여 젊은 

세대의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이곳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시선은 역력하다. 경제개방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미얀마 전통문화 훼손에 대한 

보수적인 미얀마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some people try to find quiet temples to avoid the noisy 

scenes of water sprinkling happening on the streets 

and instead perform a ritual of watering the Buddha at 

the direction of the day of the week they were born. 

Other people often set free fish into rivers or lakes, 

and let out pigeons and other similar birds. They also 

release cows from their wagons and let them loose of 

yoke in open fields. rural ethnic minority groups also 

perform their own special rituals.

in Korea, festivals with such wholesome customs are 

disappearing one by one, but myanmar's traditional 

culture is gradually strengthening in a way that well-

suits the country's new economic environment. Women 

dressed in less conservative clothes are cheered on by 

younger generations in Thailand's songkran festival, 

but such developments are viewed warily by the people 

of myanmar. This is largely due to the concern by 

conservative myanmarese over the accelerating decline 

of traditional culture since the country's economic 

opening.

버다웃
Pada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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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볶음밥
나시고랭

마인어로서 볶아 만든(고렝) 밥(나시)이란 

뜻을 가진다. 밥에 채소, 고기, 달콤한 

간장, 토마토소스, 등과 함께 볶아서 

만드는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날 먹고 

남은 식재료와 밥을 볶아 나시고렝을 

만들어 아침 식사로 먹었으나, 

오늘날에는 언제든지 즐겨 먹는 메뉴가 

되었다.

lee su-hyeon,illustrator•이수현 그림작가

재료
닭고기 안심 100g, 칵테일 새우 
30g, 홍고추·양파 ½개씩, 
마늘 1개, 달걀 1개, 밥 2공기, 
토마토소스(칠리페이스트·토마토페이스트 
1큰 술, 칠리 가루·피시소스 1작은 술, 
설탕 약간), 고수잎·소금·후춧가루·식용유, 
간장 약간, 당근·오이 ¼개씩

닭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하고 칵테일 새우는 깨끗이 손질한다. 
홍고추와 양파는 다지고 마늘은 저며 썬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마늘, 양파, 홍고추 
순으로 넣어 볶다가 분량의 재료를 
넣어 토마토소스를 만든다.

   토마토소스에 새우, 닭고기, 밥을 넣어 볶다가 
간장,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다.

   밥을 다 볶은 후 프라이팬에 달걀 프라이를 
취향에 맞게 부친다. 

완성된 볶음밥 위에 달걀 프라이와 오이, 
토마토, 당근, 새우칩 등을 올려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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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100g of chicken, 30g of cocktail 
shrimp, ½ a red pepper and ½ an 
onion, one clove of garlic, one egg, 
two bowls of rice, tomato sauce (one 
large spoon of chili paste / tomato 
paste, one small spoon of chili flakes 
/ fish sauce, and a dash of sugar), 
coriander leaves / salt / pepper / 
cooking oil, a little soy sauce, and ¼ 
of a carrot and ¼ of a cucumber.

Cut the chicken into small, bite-sized 
pieces and let it sit with salt and pepper. 
Clean the cocktail shrimp. Dice the red 
pepper and onion, season and chop the 
garlic.

Place the garlic, onion and red 
pepper (in that order) into a 
pan with cooking oil and stir-
fry. Then add the remaining 

ingredients to make 
the tomato sauce.

Place the shrimp, chicken and 
rice into the tomato sauce and fry 
before adding soy sauce, salt and 
pepper to season to taste.

Put an egg on a frying pan and cook 
or half-cook them depending on 
your preference. 

Place the cooked egg on rice and 
garnish it with chopped carrots and 
cucumbers, and coriander leaves, 
prawn crackers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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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n Fried Rice: 
Nasi Goreng
In the language commonly used in both Indonesia and 

Malaysia, Nasi Goreng means fried (goreng) rice 

(nasi). The dish is an Indonesian-style of fried rice 

that is prepared by frying together rice, vegetables, 

meat, sweet-tasting soy sauce, and tomato sauce. In 

Indonesia, Nasi Goreng was traditionally made by frying 

day-old leftovers with rice for breakfast, but today it has 

become a widely served dish at all times of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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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썬 파파야와 절구로 찧은 재료를 한 
그릇에 넣고 골고루 섞는다.

Place the sliced papaya and the 
crushed ingredients into a bowl 
and mix evenly together.

개인의 기호에 따라 고추, 마늘 등의 양념을 
추가해 순한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Depending on your preferences, 
you may add red pepper, garlic 
and other ingredients add to the 
spiciness of the dish.

절구에 생선 젓갈과 라임즙, 마늘, 생강, 
새우, 땅콩, 토마토, 고추를 
모두 넣고 찧는다.

Place pickled 
fish, lime juice, 
garlic, ginger, 
shrimp, peanuts, 
tomato, and 
red pepper into 
a large stone/
wood mortar 
and use a pestle 
to crush the 
ingredients.

지역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을 곁들여 
먹기도 한다. 

some regions of laos garnish the 
dish with various kinds of seafood.

라오스의 김치
땀막홍

라오스어로 찧은(땀) 파파야(막홍)란 

뜻을 가진다. 라오스의 김치 혹은 

라오스식 파파야 샐러드라고 설명할 

수 있다. 라오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 파파야를 

이용해 만든 대중적인 요리로서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한국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다. 

재료
덜 익은 녹색 파파야, 
생선 젓갈(남빠, 빠덱), 
고추, 라임즙, 마늘, 땅콩, 
토마토, 새우

Ingredients
unripe green papaya, 
pickled fish (nampa, 
padaek), red pepper, lime 
juice, garlic, peanuts, 
tomato, shrimp.

녹색 파파야를 채 썬다.slice up the green papaya. 0101 0202

0505 0404 0303

Spicy Lao Papaya Salad: 
Tam Mak Houng
In Laotian language tammakhoung refers to 

pounded (tam) papaya (makhoung). The dish can 

be called Lao-style papaya salad. This popular 

dish uses papaya, which is an inexpensive and 

easily obtainable fruit in Laos, and its hot and 

spicy tastes are perfect for the Korean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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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탈냉전시대의 시작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힘과 영향력 증대가 총과 실탄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부드러운 힘(softer 

options)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동아시아의 경우, 한반도와 

대만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와 같이 여전히 

경성권력(hard power)의 한 갈래인 

군사력이 중요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민들의 안위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이 

중요하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경제, 

사회 문화적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사회 

문화적 힘(socio-cultural power)은 

언제나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개념과 

연계되어 논의된다. 저명학자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에 의해 대중화된 

개념인 ‘소프트 파워’는 다른 국가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한 국가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능력이다. 즉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의 매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힘으로, 그 매력은 한 

국가의 문화, 정치적 가치, 사상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와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는 

한 국가의 이익을 투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것이다.

Introduction

With the dawning of the post-cold war 

era, there has been the realization that 

power and influ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promoted not only 

by guns and bullets but also by softer 

options. in the case of east asia, no 

doubt the use of military power, or hard 

power, remains an option, especially 

in hot spots like the Korean peninsula, 

the Taiwan straits and the south China 

sea. However, most, if not all states, 

would agree that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 are critical 

for the well-being of their people 

and that economic and socio-cultural 

power can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projecting national interests. in 

the case of socio-cultural power, the 

subject matter of this article, the focus 

is always related to the projection of 

what is called soft power. Popularized 

by Joseph nye, soft power is the ability 

of one country to peacefully get what 

it wants from other countries. it is the 

ability to attract rather than coerce. 

The attraction could be derived from a 

country’s culture, political values/ideas 

or policies. in this regard, culture and 

cultural diplomacy become important 

tools in projecting a country’s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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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를 살펴보면 유교, 불교, 신도, 

이슬람교, 힌두교 등의 종교가 오랜 기간동안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쳐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아시아의 비사회주의(non-socialist) 국가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외에도 문화와 정치사상이 지역 

내로 스며들었다. 이 시기에 미국 대중문화도 

확산되었다. 미국의 대중문화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대중문화를 

고안해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후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동아시아에서는 ‘쿨 재팬(Cool Japan)’, 

‘한류(Korean Wave)’, ‘대만류(Taiwanese 

Wave)’, 그리고 ‘화류(Chinese Wave)’가 있다. 이 

중에서도 한류는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한 

대중문화일 것이다. 사실상 한류는 한국 정부에게 

있어 중요한 소프트 파워로 여겨진다. 이러한 한류의 

인기와 영향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한국을 

관심 있게 지켜봐 온 사람들은 국가적 지원, 다양한 

민관 협력, 문화적 근접성 또는 친밀감,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발달, 문화상품의 품질, 한국의 경제와 

기술산업의 성공, 그리고 한국 정치적 민주화를 

한류 성공의 요인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쇠퇴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한류를 한국 내 민족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브랜드 전략의 일부로 인식하는 

시선도 있으며, 한류 문화상품이 알려진 것만큼 

인기가 있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본고에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직면한 주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 과제들이 한-아세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n the case of east asian cultures, Confucianism, 

Buddhism, shintoism, islam, Hinduism and other 

religions or philosophies have been more influential in 

different parts of the region for a long tim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especially with the rise of the 

cold war, the us's leadership and dominance gave the 

americans the opportunity to graft their culture and 

political ideas onto other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terests in non-socialist asia. This was seen in the 

spread of american popular culture. in addition to 

american culture, or for that matter, Western popular 

culture, east asians were also creative to come up with 

their own popular cultures later on. This was especially 

true with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in diplomacy. The more notable cultural influences in 

east asia could include Cool Japan, the Korean Wave, 

Taiwanese Wave and possibly the Chinese Wave. Of 

these, the Korean Wave (Hallyu) is arguably the most 

influential and successful popular culture movement 

originating from east asia. in fact, it is now regarded 

as an important form of soft power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sway of 

the Korean Wave. as noted by observers of Korea, 

chief among these include state support,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cultural proximity 

or affinity, assistance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quality of the cultural products, success of its economy 

and technological industries and democratization of 

its polity. it should be noted that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staying power of the Korean Wave 

and some wonder if it is a fading wave. There are also 

critics who see the Korean Wave as part and parcel of 

Korea’s nation branding strategy to promote nationalism 

at home and that Korean cultural products may not 

be as popular as they seem. as such, the purpose of 

this commentary is to examine the major challenges 

of the Korean Wav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sean reg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asean-Korea 

relations.

주요 도전과제

패션계에서도 그렇듯 한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다. 한류가 과연 

물결을 연이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차츰 사라질 것인가? 결국, 대중의 취향은 시간이 

흐르며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한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계속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정부, 

민간부문, 사회문화기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서 한류상품을 

수출하는데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이 한류 외에도 주목해야 할 많은 다양한 

분야들도 있다. 아세안 및 개별 아세안 회원국과의 

교류 측면에서, 한국이 한류 문화상품의 품질을 

유지할 경쟁력도 갖춰야 하며, 혁신적인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아세안 문화와 발전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Major Challenges

Just like fashion, one of the most critical tests of the 

Korean Wave is its sustainability. Will it be able to 

create wave after wave or will it fade away? after 

all, people’s tastes and trends may change over time. 

as such, if Korea intends to continue to promote its 

interests through the Korean Wave,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social-cultural institutions, civil 

society, and in fact Koreans as a whole need to 

cooperate and reinforce each other’s efforts in the 

export of cultural products as a dimension of Korea’s 

soft power. While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and 

there is much that Korea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it 

is pertinent to mention that in terms of its interactions 

with asean and its member states, Korea not only 

has to maintain the quality of its cultural products 

and be innovative, but it also has to improve or 

advance its own understanding of asean cultures and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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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한-아세안센터를 포함해 아세안문화원 

그리고 학술기관, 연구소 및 대학 부설기관이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덧붙여 아세안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곤경과 결혼이주민들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도 

경감되길 바란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인 관광객, 해외 한국인 커뮤니티, 한국인 

선교사, 한국 기업의 노사 관행에 관한 의혹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더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한류의 지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류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관계 증진에도 장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한류와 

한국의 문화상품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세안 지역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며 아세안 국민들이 자신의 

문화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세안의 주요 문화적 전통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 불교 문화, 인도 문화 등이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화권에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아세안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사고와 행동규범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류를 사랑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아세안 

국가 한류 팬들이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 내에 

태국류(Thai Wave), 인도네시아류(Indonesian 

Wave), 말레이류(Malay Wave), 

아세안류(ASEAN Waves)와 같이 자신들의 

문화적 ‘물결’을 창출하려는 열망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internally, it is heartening to see that the asean-Korea 

Centre, asean Culture House and some academic, 

research and university institutions are working hard to 

boost levels of awareness and promote the expansion 

of asean cultures. in addition, the predicaments 

of asean migrant workers and the family issues of 

asean nationals married to Koreans have now been 

given attention and hopefully alleviated.

externally, it would be helpful if the misgivings about 

Korean tourists, overseas communities, missionaries, 

business management and labor practices, as pointed 

out by quite a number of critics, could be abated, if not 

corrected. Perhaps, more importantly, special attention 

to cultural sensitivities would go a long way in 

promoting not only the Korean Wave but also asean-

Korea relations. While the Korean Wave, or for that 

matter Korean cultural products, are seemingly well-

received in southeast asia as a whole,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re is cultural diversity in the 

asean region and that southeast asians are also 

proud of their cultural traditions. The major cultural 

traditions in asean are not only Confucianism, but also 

islam, Buddhism, Hinduism and others. it is not easy 

to navigate such a culturally complex region and much 

more effort is needed to have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deeply rooted concepts, ‘unity in Diversity 

and asean Way’, which represent the thinking and 

operational code of practices of asean member 

states.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Wave, or popular culture, 

it should be noted that while there is admiration for it 

and enthusiastic support, especially from the young, 

there is also a desire for asean to create their own 

waves, be it the Thai Wave, indonesian Wave, malay 

Wave or some other asean Waves.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문화상품 공동제작, 

제작의 현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 내에 한국의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발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를 

가시화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하겠다.

아세안에서 한류가 정치 혹은 민족주의적 이유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물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류가 동아시아에서 반한감정을 

유발한 적도 있었다. 

일부 비평가들은 한류를 ‘문화적 침략(cultural 

invasion)’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한류를 

한국의 선전물, 문화의 혼종화, 유교적 가치의 

재포장으로 폄하 하기도 했다. 

Thus, Korea’s efforts to support localized production 

and co-producing with asean countries, and 

most important of all, sharing of the expertise and 

experiences with asean will not only assuage the 

fear of Korean “cultural imperialism” but also enhance 

cultural understanding and the formation of a vibrant 

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ean Wave may not be 

well-received at times due to political or nationalistic 

reasons. in fact, the Korean Wave has generated anti-

Korean sentiments in east asia. 

some critics ventured to suggest that the Korean Wave 

was a “cultural invasion” and disparaged it as Korean 

propaganda, hybridization of cultures and oftentimes a 

re-packaging of Confucian values in dramas. 

054 055ASEAN-Korea Journal



더불어 한류는 한국 외교관계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사드(THAAD)를 구축하는데 미국에 

협조하자 중국은 공공연히 한류의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

한-아세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류는 한국 정부의 국가브랜드 강화에 도움을 

가져왔다. 한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정하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한류는 한국 

문화산업의 초석이며, 특히 한류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s)는 관광, 투자 및 무역(특히 소비재) 등 

산업 다각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류는 근본적으로 한-아세안의 원활한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 본질적으로 한류는 

한국의 외교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한-아세안 관계증진 영역의 정치·경제 및 

안보 조치를 대체할 수단은 아니다. 

in addition, the Korean Wave can be a victim of 

Korea’s foreign relations. notably, China stopped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when Korea cooperated 

with the us in setting up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t is hoped that 

Korea will experience fewer problems with asean, 

politically or otherwise.

Implications for ASEAN-Korea Relations

The Korean Wave has been helpful to Korea’s 

national branding attempts. it has been useful in 

correcting Korea’s negative image and promoting 

good will for the country. Certainly, it is a 

cornerstone of Korea’s cultural industries. its spill-

over effects are seen especially in the increased 

volume of tourism, investment and trade, and 

particularly consumer goods. The Korean Wave is 

basically a lubricant in oiling asean-Korea relations. 

essentially, it plays a subsidiary role in projecting 

Korea’s foreign policy, however it is not a substitute 

for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measures in the 

promotion of asean-Korea relations. 

프라윳 찬 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가 

국가의 외교접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진입로(avenue)이기는 하지만, 한류에 의해 

촉발된 한국과 태국의 문화 학술 분야의 관계가 정치 

경제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아세안 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증진에 앞으로도 한류의 

인기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단순히 한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보다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한국 지도자들은 아세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북한 이슈에 밀려 부각되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시아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공표한 

것은 흥미롭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아세안과 관계를 진척시켜왔지만, 한국은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아세안과의 관계확대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참석, 아세안 국가들과 북한의 

양자 관계,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 주최 등으로 아세안이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s indicated by Thai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n press, while culture 

was the best avenue for diplomatic contact, his hope 

was that improve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Korea in cultural and academic fields initiated by 

Hallyu could be translated into cooperation i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arenas. it is not surprising that 

most, if not all, asean leaders and policymakers share 

this view.

The Road Ahead

in all probability, Korea can continue to ride on the 

Korean Wave to facilitate its interactions with asean. 

as noted earlier, relying on just the Korean Wave is not 

enough as it must be bolstered with a more holistic and 

strategic approach. To be sure, efforts had been made 

in the past by Korean leaders to put more emphasis 

on asean. However, these efforts have not been 

sustained and were always overshadowed by concerns 

over north Korea.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resent administration 

under President moon Jae-in has come out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it aims to reduce Korea’s 

reliance on the major fou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by strengthening ties and widening the 

diplomatic horizon with southeast asia and india. it 

seems that there is now a realization that Korea will 

have to catch up in working with asean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the progress made in the region 

by Japan and China. Korea may also come to the 

recognition that asean could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tably by the presence of north Korea in the asean 

regional Forum, bilateral interactions between asean 

states and north Korea and the hosting of the us-DPrK 

summit in singapore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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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ASEAN-

ROK Special Summit)’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Mekong-ROK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채택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아세안 

측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ROK Free Trade Area)’의 격상, ‘한-아세안 

항공 협정(ASEAN-Korea Air Services 

Agreement)’의 체결, 그리고 ‘아세안 스마트시트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를 

통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 

아세안은 한국이 남중국해 해양안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교류 

확대를 위한 분야가 확대될 것이며, 대중문화를 

넘어 고급문화의 확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제20회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19~2021년 한-아세안 문화예술협력 

계획(ASEAN-ROK Work Plan on Cooperation 

in Culture and Arts 2019-2021)’과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 주최하는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sean and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Korea will host a asean-rOK 

summit and the first rOK-mekong summit in 2019. 

it remains to be seen if there will be concrete and 

substantial measures adopted. as far as asean is 

concerned, it looks forward to the upgrading of the 

asean-rOK Free Trade area, signing of the asean-

Korea air services agreement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the asean smart Cities network. 

in terms of security, asean also hopes that Korea could 

do more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For cultural exchange, there is definitely 

room for expansion, and it should move beyond 

popular culture and spend more resources promoting 

Korea’s high culture. Perhaps the asean-rOK Work 

Plan on Cooperation in Culture and arts 2019-2021, 

and the rOK’s hosting of the 2019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as well as the rOK 

meeting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rOK Dialogue relations could generate useful 

suggestions. last but not least, the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may use the asean 

Cultural Year 2019 to organize events promoting, 

among other things, asean-Korea relations.

‘2019년 한-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2019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Plus ROK Meeting)’에서 실질적인 

제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2019 아세안 

문화의 해’를 지정해 한-아세안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공표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동안 대만의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 또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남향정책(New Southbound 

Policy)’을 발표했다. ‘신남향정책’은 아세안 지역에 

협력우선(cooperation-first), 사람중심(people-

centered)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차이 총통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쌍방향 공유 및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따뜻한 

힘(warm power)’의 개념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 

두 신흥공업국(NIE)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약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모든 아세안 회원국 간의 대화 및 포럼에 

참여하는 국가로서 아세안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비위협적인 중견국으로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거사가 적다는 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주요 지역기구인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미국, 중국 같은 주요 강대국 

간의 관계 마찰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역국가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While Korea has initiated its “new southern Policy”, 

Taiwan has launched its, “new southbound Policy” 

under Tsai ing-wen to enhance cooperation mainly but 

not exclusively with southeast asia. according to Tsai, 

Taiwan is adopting a cooperation-first, people-centered 

approach toward the asean region. Her ministers 

suggested the use of “warm power”, emphasizing 

“bidirectional sharing and equal partnership” in 

dealing with regional socio-economic challenges. On 

the surface, the two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nies), Korea and Taiwan, have similar initiative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its reciprocal relations 

with asean. However, Taiwan’s progress in launching 

its “new southbound Policy” is obviously hindered by 

its absence in asean-led meetings because of China’s 

insistence on the One-China principle. as such, Korea is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interact and cooperate with 

asean as it is a member of all asean-led dialogues 

and forums.

as a non-threatening middle power carrying little 

historical baggage in its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 Korea should be in a prime position to work with 

asean, the major regional organization in the asia-

Pacific. at a time when there are strains in major 

power relations, notably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 is more need for medium and small states to 

work together actively to maintain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해외한류실태조사, 2019)sourc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Global Hallyu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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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아세안류의 연관성

한국 사람들이 투자나 무역, 관광, 유학, 이민 등의 

목적으로 아세안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韓流로 표현되는 아세안을 휩쓸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으로 아세안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관심은 막대하다. 한류와 직결되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가전제품, 화장품 등 

한국 상품은 아세안 각국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인의 인식 속에 아세안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이자 투자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훌륭한 시장이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거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아세안 사람과의 

상당 수준의 접촉과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음식과 

예술이 소개되면서 아세안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아세안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다각적인 이미지도 형성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을 둘러싼 이웃 나라에 한정되던 한국인의 

눈높이가 경제성장과 세대교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각의 외연이 넓어지고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세기를 지속한 한국의 단일민족 

신화도 서서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The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 Korean wave 

and the ASEAN wave

Korean people increasingly visit or immigrate to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untries for 

reasons ranging from investment, trade, and tourism to 

education. The impact of Korean popular culture, often 

described as the “Korean Wave”, is sweeping across 

the asean region. among the people of asean, 

this phenomenon has led to an increased desire to 

learn about Korea. Korean merchandise, including 

smartphones, home appliances, and beauty products, 

enjoy widespread popularity in asean countries. From 

a Korean perspective, asean represents an easily 

accessible and inexpensive place for tourism, and an 

excellent market for accumulating wealth through 

investments or trade. The region is considered a “land 

of opportunity” where Korean people can comfortably 

spend their retirement or start a new life.

in response to the affable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egree of 

contact and social exchanges between the peoples 

of both sides. The introduction of asean food and 

arts into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growing level of 

interest in asean culture. accordingly, a wide range 

of discourse and a variety of perceptions about asean 

countries have emerged in Korean society. a broad 

spectrum of factors, spanning from economic growth 

to generational change,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Korean viewpoints from their previously limited focus 

o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China. These trends signify the awareness of diversity 

inherent in the world. moreover, the century-old 

mantra of a “single nation state or one ethnic group” 

is gradually beginning to lose the persuasive power it 

once ha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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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유학, 관광으로 인한 아세안류 

2018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60만 명의 아세안 

인구는 중국 인구를 훨씬 넘어섰다. 2010년도에 

중국인이 50만 명, 아세안 사람이 2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몇 년간 변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60만 명 중 태국인이 19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9만 6천 명, 필리핀 6만 명,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가 각각 4만 7천 명, 미얀마가 

2만 8천 명 순이다. 미국과 일본인들이 각각 2만 3천 

명인 것을 보면 아세안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비교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식 입국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누계로 59만 명의 

외국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 2천 명 수준의 노동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아세안 국적 출신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20만 명의 아세안 출신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전체 거주자의 34%를 

차지한다. 이들은 고령화와 노동기피현상이 커진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비전문취업비자(E-9)와 선원취업비자(E-

10)로 들어온 아세안 노동자들은 건설, 제조업, 

농촌 그리고 어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The ASEAN wave’s Three Pillars: Migration, 

Studying Abroad, and Tourism

in 2018, the 600,000 people from asean countries 

currently living in Korea far surpass the Chinese 

currently residing in the country. it is possible to gauge 

the extent of the change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when comparing this number to the 500,000 Chinese 

and 200,000 asean people who lived in Korea in 

2010. a Thai population which is 197,000 makes up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the 600,000 asean 

population in Korea, followed by Vietnamese at 

196,000, Filipino 60,000, Cambodians and indonesian at 

47,000, and myanmar people 28,000. Contrast that with 

the roughly 23,000 americans and 23,000 Japanese 

living in Korea, and it becomes clear how a large 

propor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has come 

from asean member states.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officially entering 

the country as industrial trainees an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rom 2004 to 2013 a total 

of 590,000 foreign workers entered Korea, and from 

2014 to 2016 there was an annual arrival of 52,000 

foreign workers coming to Korea. Workers from the 

asean region mainly comprise people from Cambodia,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myanmar, and Viet 

nam. Of the 200,000 asean workers in Korea, as of 

2018, they account for 34% of the all asean residents. 

They are working in a variety of industry sectors due 

to the rapid aging of Korean society and the increasing 

reluctance of Koreans to partake in certain types of 

manual labor. laborers from asean countries who 

enter Korea with a non-Professional Visa (e-9) or Crew 

employee Visa (e-10) are employed in the construction, 

manufacturing,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과 외국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고, 다문화를 수용하려는 

한국인의 정서도 훨씬 세련되어가고 있다. 한국 

내 아세안 인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다문화적 생활 가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수준의 한-아세안 인적 

교류와 문화 전이를 한국 속 아세안 현상(ASEAN 

Phenomenon in Korea) 또는 한국 속 

아세안류(ASEAN Wave in Korea)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한국 속 아세안류는 인간의 이동과 이와 

함께 전파되는 문화적 파급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람 이주의 측면에서 아세안류는 아세안 

사람들의 노동과 결혼 같은 이주 형태와 관광과 유학 

같은 단기적 목적의 방문 형태를 통해 관찰된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세안류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음식 같은 맛의 경험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속 아세안류는 간단히 

말해 현재 한국에서 경험하고 인식되는 아세안과 

관련된 일체의 접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속 아세안류는 노동과 결혼, 관광과 

유학 및 음식 등 한국과 아세안 간 소통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국 속 아세안류는 아세안 속 한류와 

긴밀히 연결되어 한-아세안 간 상생발전 미래의 

토대를 닦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 a place where 

foreigners and elements of multiculturalism 

coexist naturally with the local population, and 

Korean sentiments are becoming more mature 

and sophisticated as the door opens further for 

multiculturalism. People from asean countries are 

now an integrated part of Korean society, and they play 

important roles in infusing and shaping Korea with the 

values of multicultural life.

The wide scope of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observed in Korea that parallels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in the asean region can be 

referred to as the “asean Phenomenon in Korea” or 

the “asean Wave in Korea.” The asean Wave in 

Korea can be understood as the spreading of culture 

occurring in tandem with the movement of people. The 

asean Wave is observed in the migration of people 

from asean member states to Korea for the purpose 

of work, marriage, education or tourism. accompanying 

the movement of people in Korea is the expansion of 

the asean Wave through “tastes,” i.e. the spread of 

experiences related to food from asean countries, 

most notably Viet nam, Thailand and indonesia. The 

asean Wave in Korea, simply speaking, can best be 

understood as a common impression that encompasses 

all phenomena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and 

attitudes towards the asean region which are 

currently extant in Korea. in other words, it is a 

“phenomenon of communic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that is felt in Korean society in the areas of labor, 

marriage, tourism, and food. The fact that the asean 

Wave in Korea has a close link to the Korean Wave 

in asean states denotes that the two “waves” are 

likely to undergo a process of development resulting in 

mutual prosperity for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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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영향은 관광에서도 뚜렷하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는 2012년 이후 아세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관광과 휴식의 

이미지가 강한 아세안은 2014년 500만 명을 넘어 

2018년 898만 명의 한국인이 찾았다. 베트남이 

34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80만 명, 필리핀 

159만 명 순이었다. 이웃 중국과 일본이 각각 

4백만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아세안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임에 틀림없다. 

since 2012, the asean region has been the most 

visited tourist destination by Korean travelers. Koreans 

predominantly view the asean area as a place for 

tourism and leisure, and it indeed witnessed an 

increase in Korean tourists from five million in 2014 to 

8.98 million in 2018. Vietnam has the largest number of 

3.34 million, followed by 1.8 million in Thailand and 1.59 

million in the Philippines. When compared to the four 

million Korean tourists who visited China and Japan 

during the same period, it is clear that Korean people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asean countries as a 

tourist destination.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아세안 

출신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은 

다양하지만,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이들의 노동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한국인들에게 

확실히 인식되어 가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아세안 여성은 2015년 5만 

5천 명에서 2018년 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베트남 여성이 3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여성이 1만 명, 캄보디아 4천 2백 명, 태국 3천 7백 

명 순이다. 아세안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비율은 

전체 국제결혼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선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일상적인 사례로 정착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남성들이 이미 한국 군대에 

입대하고 있으며, 한국 초등학생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아세안 출신 

다문화 가정은 노쇠한 한국 농촌 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세안 유학생은 

5만 1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4배로 

증가하였다. 아세안 유학생 중 90%(4만 5천 명)이 

베트남 출신인 사실은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관계 발전을 보여준다.

There are numerous views regarding these asean 

worker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employment 

opportunities to realize the ‘Korean Dream’. That being 

said, locals most certainly recognize that these migrant 

workers are require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society.

There were 55,000 asean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n 2015, and a 

further 60,000 in 2018. The majority of those women 

were Vietnamese women at 39,000, followed by 

10,000 Filipino, 4,200 Cambodian and 3,700 Thais. The 

proportion of married women from asean member 

states makes up more than 50% of all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The emergence of cross-border 

marriages around two decades ago has culminated in 

the growth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enrichment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have now become a normal part of Korean society 

since international marriages began to increase in 

Korea around 20 years ag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ready joining the national service and 

three out of 1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from 

diverse cultural and ethnic backgrounds. moreover, 

multicultural families from asean countries are playing 

a foundational role in propping up the aging population 

pyramid found in rural areas in Korea.

students from asean countries studying at Korean 

universities reached 51,000 in 2018, having quadrupled 

from 2015. Of those students from asean member 

states, 45,000, 90% are from Viet nam. This is recent 

evidence of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 nam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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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관광객은 2010년 

100만 명을 넘어 2018년 240만 명을 기록하며 

두 배가 넘는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인 

한국관광객의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아세안 

한국관광객은 태국이 55만 명, 필리핀과 베트남이 

각각 46만 명, 말레이시아 38만 명, 인도네시아 25만 

명 순이다. 이들의 관광목적은 주로 한류 연예인과 

인연이 있는 장소와 상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눈과 얼음이 있는 한국의 겨울을 즐기며 휴식하기 위한 

목적의 관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속 아세안류의 현상으로 아세안 음식 기호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가장 접하기 쉬운 아세안 

음식으로 베트남 음식이 꼽힌다. 쌀국수와 

월남쌈으로 많이 알려진 베트남 음식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친숙한 식품이 되어 대중적인 외식으로 

자리 잡았다. 나시 고랭과 런당으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음식은 최근 한국인들이 현지 관광을 

통해 접하면서 향신료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맵고, 짜고, 시고, 단 네 가지 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세계 4대 음식에 들어가는 

태국 음식도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태국 관광으로 알게 된 똠얌꿍, 팟타이, 카오팟, 

뿌팟퐁커리 등 태국 고유의 맛이 진한 음식들이 

한국의 여러 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다. 베트남 

식당에 비해 아직 숫자는 적지만 아세안의 맛과 향을 

대표하는 태국 음식은 앞으로 많은 한국인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The number of tourists from asean countries who 

visited Korea surpassed one million in 2010 and reached 

2.4 million in 2018, an increase of more than twofold. 

These numbers are similar to the number of Japanese 

tourists who visit Korea. Tourists from asean member 

states to Korea were made up of 550,000 Thais, 460,000 

Filipinos and Vietnamese, 380,000 malaysians, and 

250,000 indonesians. These tourists appear to be most 

interested in visiting sites connected to Korean Wave 

stars and related products. in addition, they come 

to Korea to enjoy snowy and icy winters for leisure 

purposes.

The flourishing of asean food in Korea is one prominent 

aspect of the spread of the asean Wave in Korea. 

The most easily accessible asean food in Korea is 

Vietnamese food. With its exceptional reputation for 

rice noodles and spring rolls, Vietnamese food is the 

most popular choice for asean food, as it matches 

the palate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as more 

Koreans are exposed to a diverse collection of food in 

indonesia during their travels, well-known indonesian 

dishes, such as goreng and rendang, are consumed by 

numerous Korean people who enjoy food with spices. 

even Thai food - which is at once spicy, salty, sour and 

sweet, and is among the world’s four most popular 

foods - has captivated the taste buds of Korean people. 

For that reason, Thai dining, including tom yang kum, 

phat thai, khao phat and bu pad pong kari, is available 

at a multitude of restaurants in Korea. Thai restaurants 

are fewer in number than Vietnamese restaurants, 

but the food embodies the tastes and spices of the 

asean region and is likely to continue being enjoyed by 

countless Koreans.

상호인식과 아세안류의 전망 

한국과 아세안 사람들이 현재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 속 아세안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나갈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람과 문화의 이동 속에 형성되는 상대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류뿐 아니라 아세안류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7년 

한-아세안센터의 지원으로 한국과 아세안 청년 

학생들을 상대로 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 

청년들에게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를 묻자 ‘더위’, 

‘개발도상국’, ‘휴양지’, ‘관광’, ‘여행’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아세안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등을 가장 많이 언급해 

한국에 있는 아세안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아세안을 상징하는 인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 

사람들에 대해 ‘친절’, ‘순박’, ‘여유’, ‘느긋’ 등으로 

표현하며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이슈는 

국제결혼, 경제협력, 이주노동, 관광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이 높게 

나온 것은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을 물질적 거래의 

상대가 아닌 사람 간의 만남이라는 인적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에 유학 온 아세안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발전’, ‘선진’, ‘경제’, ‘현대적’, ‘기술’ 

등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이미지와 

‘안전’, ‘청결’, ‘환경’, ‘문화’ 등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우호적’, ‘친절’, ‘명랑’ 등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Mutual Perception and Prospects for the  

ASEAN wave

The future prospects for the asean Wave in Korea will 

be measured on a barometer of how Koreans and asean 

youths perceive each other. The level of awareness of each 

other established through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can allow one to forecast the future of both the 

Korean Wave and asean Wave. With funding from the 

asean-Korea Centre, public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utual perceptions among youth from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in 2017. When asked about 

what words came to mind with regard to asean, Korean 

respondents overwhelmingly mentioned the following 

words: “heat,” “developing countries,” “vacation spot,” 

“tourism” and “travel.” The respondents used expressions 

such as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quite often when 

referring to people from asean countries, reflecting that 

asean migrant workers and married migrant women have 

become personified portraits of asean member states in 

the eyes of young Koreans. The respondents also described 

asean people as “cordial,” “tender-hearted,” “placid,” 

and “plodding,” showing that they perceive asean people 

to be living in relative tranquility and serenity irrespective 

of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The most compelling and 

prevailing issu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selected by the respondents 

were, in order: “international marriage,” “economic 

cooperation,” “migrant labor,” and “tourism.” That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labor, and tourism topped 

the list indicates that Korean people view asean member 

states as places for people-to-people exchange rather than 

as partners for business or commercial transactions.

meanwhile, the image of Korea held by students from 

asean member states studying in Korea was found to be 

positive, with words like “development,” “progressive,” 

“economy,” “break-through” and “technology” being used 

to describe Korea’s economic and technological evolution, 

along with words like “safe,” “clean,” “environment,” and 

“culture” to depict Korean society. 

source: asean-Korea Centre, as of June 2018
출처: 한-아세안센터, '18년 6월 기준

서울 속 아세안 음식점 수

1,168

number of asean 
Dining Places

unit: number 
단위: 개수

베트남 음식점

number of Vietnamese 
restaurants

928

number of Thai 
restaurants

태국 음식점

219

066 067ASEAN-Korea Journal



반면에 한국인의 성격으로 경쟁적 집착과 급하게 

서두르는 경직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발전, 

선진이라는 경제적 이미지와 안전, 청결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는 기술과 문화 강국이라는 한국에 

대한 인상과 겹쳐진다. 자신의 출신 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장점이 한국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세안 학생들은 역동적이면서 도전적인 한국인을 

교육의 결과로 보고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답한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 아세안 청년들은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가 우선이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이 뒤를 이었다. 특별히 아세안 여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이 경제적 이유와 

거의 같은 비율로 답하여 한국을 훨씬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합계가 70% 가까이 달했다. 

유학 생활 중 어렵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아세안 

학생들은 학업 관련 부분에 이어 생활적응 문제와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와 종교 활동 등을 언급해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 

모두 서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매체로 스마트폰을 통한 SNS 등 소셜미디어를 

첫째로 꼽았다. 한국 청년은 연예인이 출연한 

아세안 방문 TV프로그램이, 아세안 청년은 

K-pop과 K-drama 등 한류 스타들이 출연하는 

TV프로그램이 상대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y also pictured Koreans in generally positive terms, 

using words like “amicable,” “genial,” and “affable.” On 

the other hand, some students pointed out the rigidity 

of Korean personality traits such as the obsession with 

competition and the need to do things too fast known as 

ppalli-ppalli culture. Descriptions by youth from asean 

about Korea’s economic facets, like development and “being 

forward-looking,” along with their reflection on Korea’s 

society as being secure and orderly, overlapped with the 

perception they have of Korea being a technologically and 

culturally-advanced country. ultimately, their impressions 

of Korea are based on the relative merits of the country 

that came to mind when they compared Korea to their own 

home countries. students from asean member states 

further responded that they believed the dynamic and 

competitive nature of the Korean people came from fervor 

for education, and expressed a desire to learn from this 

example. it was promising to see that almost half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ir image of Korea had improved 

prior to coming to the country. When asked about why they 

chose to study in Korea, the students said that economic 

reasons, such as generous scholarships, were most 

important followed by curiosity and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in particular, female students from asean member 

states responded that their interest and familiarity with 

Korea provided the same level of motivation as economic 

reasons for coming to Korea, suggesting that they have 

a much more sentimental connection with the country. 

almost 70% of asean students replied that they were 

either “satisfied” or “very satisfied” with their lives as 

students in Korea. They responded that the areas of 

difficulty in their daily routine in Korea were largely due to 

school work followed by predicaments such as adjusting 

to the Korean lifestyle. economic and psychological issues 

as well as being unable to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were also mentioned. Generally speaking, it was found 

that students from asean countries feel somewhat the 

same about issues they face just as students of other 

nationalities studying in Korea feel. Both youths from Korea 

한국 청년들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왔고, 아세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인가에 대한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답변을 크게 앞섰다. 한국 청년들이 한-아세안 

관계를 좋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학생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해 한국 학생들에 비해 

두 배 이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자신의 출신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 의견을 

압도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는 아세안에 대해 

다소 단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양한 루트로 

한국에 정착한 아세안 인구는 앞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를 한국 내로 유입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흐름을 이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한-아세안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and asean countries chose social media as having the 

most impact on the formation of their perceptions about 

each other. Korean youth chose TV programs hosted by 

famous Korean celebrities who visit asean countries as 

an important factor in forming how they view people from 

asean member states, while youth from asean member 

states chose K-pop and K-dramas as the deciding factor.

The perceptions of Korean youth toward asean-Korea 

relations were found to be five times more positive than 

negative, and their responses to whether asean was a 

region that helped Korea’s development suggested that 

they viewed this question more positively than negatively. 

Young Koreans are confident about asean-Korea relations. 

not only are they positive about the realities of asean-

Korea relations, but they also hope that such relations 

can evolve toward a prosperous future. asean students 

characterized the asean-Korea relation as two times 

more positive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They also 

expressed overwhelmingly more positive replies than 

negative responses toward the question of whether Korea 

offers effectiv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home 

countries.

The embodiment of the asean Wave in Korea has come 

about due to economic factors and mutual necessity via the 

diaspora of laborers and marriage migrants entering into 

Korea. as people-to-people exchanges continue in both the 

tourism sector and in study abroad programs, the asean 

Wave in Korea will likely be sustained and manifest itself 

as a trend with a clea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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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ean-Korea Centre (aKC) held a roundtable 

Discussion entitled “The Korean Wave in asean and the 

asean Wave in Korea” on saturday, February 14th at the 

asean Hall of the Centre. The participants were  

lee Hyuk, secretary General of the asean-Korea Centre; 

Jang Yeun-ju Jessy,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Centre, and seven experts (Ko Jeong min,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Kim Youn sung, Director at star Collabo; 

Kim eje, Professor at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at KBs 

World Channel and Content; Yang Woo-yeon, senior 

manager of Global Content Business at CJ e&m; lee 

Jasmin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and Joeffrey Calima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ulsan). at the two-hour talk,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Wave in the asean region and ways to 

expand the asean Wave in Korea were discussed. The 

main content of the talk appears below. [editor]

한-아세안센터는 2월 14일(목) 센터 

아세안홀(ASEAN Hall)에서 ‘아세안 내 한류와 

한국 내 아세안류(Korean Wave in ASEAN 

and ASEAN Wave in Korea)’를 주제로 전문가 

대담회를 개최했다. 대담에는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장연주 사무차장과 7명의 전문가(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연성 스타콜라보 미디어 이사, 

김이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배기형 KBS월드 PD, 

양우연 CJ E&M 글로벌콘텐츠 사업 팀장, 이자스민 

前 국회의원, Joeffrey Calimag 울산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담에는 ‘아세안 내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한국 내 아세안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대담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록한다. <편집부>

전문가대담회

“아세안 내 한류와 한국 내 아세안류” 

Roundtable Discussion
The Korean Wave in ASEAN and 
the ASEAN Wave in Korea

이혁 사무총장 올해 1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센터는 국내 유일의 아세안 전담 

국제기구로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1989년 대화관계수립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양 지역 교역액은 1989년 

750억 달러에서 2018년 1,60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됐고, 아세안은 우리 국민 800만 명이 

찾는 제1의 관광지가 되었다. 특히 한류는 한국과 

아세안의 돈독한 관계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중심축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K-pop의 인기가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 증대로 이어지며 한류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붐(boom)’이 있으면 ‘둠(doom)’이 있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외국에서 수입된 문화가 지속적인 

붐을 유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Lee Hyuk, Secretary General 

The asean-Korea Centre, which is now in its 

10th year, was established to promo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10 

asean member st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sean member states has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since the establishment of sectoral Dialogue 

relations in 1989.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regions has more than doubled from $75 billion in 

1989 to $160 billion in 2018, and the asean region has 

become the top tourist destination for 8 million Korean 

travelers. in particular, the Korean Wave has been the 

fulcrum of both developing and sustaining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it has been a virtuous cycle - the popularity of K-pop has 

led to an increased awareness of Korean products in 

recent years and to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base of 

the Korean Wave.

아세안 내 한류의 특징과 지속가능성

Features of the Korean wave in ASEAN and its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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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re is a saying that "for every boom, there is 

also doom.” now we are looking for ways to sustain and 

expand this Korean Wave “boom” in the asean region. 

in fact, there are few cases where culture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continues as a boom. Furthermore, we 

want the culture of asean member states to reach 

Korea as a form of “asean Wa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lture of asean member states 

has taken root in Korea. While food from the asean 

member states is highly sought after, this is mainly 

focused on only a few countries such as Viet nam and 

Thailand. increas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ctive cultural exchanges is vital for a more sustainable 

asean-Korea relation. i would like to hear from experts 

about the factors and secrets behind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n asean.

이제 아세안 내 한류 ‘붐’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에서도 아세안 문화가 확산되어 

‘아세안류(ASEAN Wave)’를 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뚜렷하게 아세안 문화가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아세안 음식이 높은 관심을 

받지만, 이마저도 베트남과 태국 등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다 지속가능한 한-아세안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한류가 아세안에서 

지속적으로 큰 흐름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쌍방향 

문화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아세안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인기의 비결 

또는 요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Prof. Ko Jeong Min When i talk about 

the Korean Wave, i adopt the concept of 

competitiveness. The excellent production qua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 industry 

is the source of the Korean Wave's sustainability. Good 

content has been made in Korea, and this high-quality, 

popular content has gained popularity overseas. even 

though there was a so-called ‘Japanese Wave’ (日流) 

in asean member states before the emergence of the 

Korean Wave, i can see that such a trend is now being 

replaced by Korean content. The Korean Wave is also a 

result of cultural power. 

고정민 교수 한류를 이야기할 때 경쟁력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우수한 제작 경쟁력과 작품성이 한류 지속성의 

원천이다. 한국 내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되었고, 

작품성과 흥행성이 뛰어난 양질의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은 것이다. 한류의 등장까지 

아세안 지역에는 일류(日流)가 존재했지만, 이 

흐름을 한국의 콘텐츠가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또한, 한류는 문화력의 결과이다. 한국은 문화를 

가공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한국의 높은 문화적 소프트파워가 아세안을 포함한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소프트파워 

요소 중에서도 문화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통신, SNS의 발전으로 

대중문화의 파급력이 확대되었다. 

결국, 문화력과 경쟁력이 결집되어 한류가 

탄생했고, 한류의 확산은 한국 상품, 나아가 

한국을 좋아하는 현상으로 발전했다. 한류에 대한 

충성도(loyalty)도 형성되었고, 한류를 지지하는 

연령층도 넓으며, 선호하는 장르도 다양하다. 

여기에 아세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과 

공유되는 문화적 동질성이 한류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정을 

모델로 삼고 있는 부분도 한류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며,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한류 소프트웨어 확산으로 

연결된다.

Creative industries in Korea have a high level capacity to 

both refine and customize culture. Korea's high cultural 

soft power has become the impetus in promoting overseas 

expansion, including in the asean region. amongst 

the soft power elements, culture holds an important 

position, and the ripple effect of popular culture has 

expanded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s and growing influence of social media 

platforms. ultimately, cultural power and competitiveness 

have been combined to create the Korean Wave, and the 

spread of the Wave further led to an affinity for all things 

Korean. it evolved into a phenomenon that made people 

like Korean products and even Korea itself. immense 

loyalty to the Korean Wave is supported by a wide range of 

peoples with a myriad of preferences for different genres. 

The asean region and Korea also have cultural similarities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which is why the Korean 

Wave is more than an ephemeral phenomenon. in addition, 

the fact that asean member states are using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as a model for their 

own domestic policies, further underpins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Wave. This will help raise awareness about 

Korea, create a friendly image, and enhance Korea’s brand 

value, all of which can culminate in furthering the soft 

power influence of Korean Wave content.

Ko Jeong min, Professor, Hongik university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lee Hyuk, secretary General 
이혁 사무총장

072 073ASEAN Focus • 아세안포커스 ASEAN-Korea Journal



아세안에서 한류 인기의 비결 ‘공감의 소비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The key to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n ASEAN Member States is 
to provide a “consumer experience of empathy”. 

배기형 PD 아세안에서 한류란 단순한 

상품이나 유행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꿈꾸며 동경하는 문화다. 아세안에서 한류가 가진 

경쟁력은 흡인력 있는 이야기를 세련된 방식으로 

제작하는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류 

콘텐츠가 아세안의 젊은 세대의 욕구를 자극하며 

공감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아세안에서의 

한류는 지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상품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 설정이 정서와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대중에게 호소한다. 아세안에서 

한류 인기의 비결은 한류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대리만족을 주는 ‘공감의 소비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양우연 팀장 한국 드라마, 예능, 음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유튜브, 

뷰(Viu) 등의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활성화가 한류의 인기 지속성에 큰 역할을 했다. 

한류는 주로 배우, 아이돌 중심의 팬을 기반으로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OTT 플랫폼의 활성화로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고, 한국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해외 

팬들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한류의 인기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in asean member states, the Korean Wave 

is not just a product or fad but a culture that young 

people admire and aspire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Wave in the asean region is not limited to 

technological prowess in producing compelling stories in 

a sophisticated manner, it is about satisfying the younger 

generation's needs and developing a bond of sympathy. 

in other words, the Korean Wave in the asean region 

is not trying to persuade with simply knowledge and 

content but rather appeals to the public with the socio-

cultural settings that are inherent in media so as to 

kindle emotions and desires. The key to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n asean member states is to provide 

a “consumer experience of empathy” in which the 

content of the Korean Wave is familiar to viewers and 

thus vicariously provides them with proxy satisfaction.

yang woo-yeon, Senior Manager

The emergence of OTT (Over The Top)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Viu, have played a major role 

in the continuing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n 

entertainment fields such as dramas and music. On these 

platforms, the Korean Wave is spread by the fans of 

various actors and pop idols. One way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has been maintained is by the fact that 

artists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fans using 

these OTT platforms, with fans living in other countries 

able to access Korean content in real time.

Joeffrey 교수 먼저 한류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 생각이 든다. 상업적 

관점에서 한류는 이제 한국 수출의 무형적 브랜드다. 

한국 제품은 타 제품보다 저렴하고 품질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지 상인들이 경쟁력 

있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며, 한류의 파급효과도 

문화영역인 드라마에서 다양한 기업 상품들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또한, 지속된 한류 

영향력은 마케팅 효과를 불러왔다. 한국 드라마에 

한국 소주가 방영된 이후 소주 판매량이 베트남에서 

64% 급증하였다. 드라마에 나온 장면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 영역인 상품과 서비스로 

흘러들어 한류가 국제마케팅 전략의 일부가 된 

사례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한류 확산이 기업의 현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한 한류의 성공신화는 지속될 것이다.

Prof. Joeffrey Calimag

i have a positive view that the current trends 

in Korean Wave will sustain in the longer term. From a 

commercial standpoint, the effect of the Korean Wav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intangible brand of Korean 

exports. moreover, Korean products are reasonably priced, 

and not inferior in terms of quality. For that reason, local 

merchants prefer the competitive Korean products, and 

the effect of the Korean Wave has flown from the cultural 

aspects of drama to a wide selection of merchandise, 

forming a virtuous cycle between two different sectors. 

Furthermore, the ongoing presence of the Korean Wave 

has metamorphosed into a form of marketing strategy. in 

Viet nam, sales of soju, a Korean liquor, were significantly 

risen by 64% after scenes of drinking soju were aired on 

TV dramas. This was a case of international marketing of 

contents that the culture in drama diffused naturally into 

economic areas of trading goods and services. as long as 

the exports play a pivotal role in the economy of Korea 

and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acts as a commercial 

advantage for Korean corporations to be competitive in 

the local market, the success of the Korean Wave will 

retain its status quo. 

Joeffrey Calimag,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Joeffrey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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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smine, Former member, national assembly of Korea
이자스민 前국회의원

이자스민 前의원 한국 드라마는 뻔한 

스토리를 재미있게 만드는 강점이 있다. 특히 

한류는 아세안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역사에 왕(王)이라는 

개념이 없음에도, 한국 드라마 <주몽>이 인기를 끌며 

방영 시간인 저녁 6시에 길거리가 한산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류 콘텐츠가 포화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처음 한류는 아세안 상류층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한국 콘텐츠는 아세안에서 

대중문화로 인식되면서 일부 상류층에서는 한류를 

경시하기도 한다. 현재는 다양한 방송 플랫폼의 

발달로 한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심지어 

넷플릭스 등에서 한국드라마가 동시 상영되기도 

한다. 문화적 접점이 늘어난 상황에도 기존의 한류 

팬들이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Hon. Jasmine Lee

One of the strengths of Korean dramas is that 

they can make a cliché fun to watch. in particular, the 

Korean Wave offers elements that asean people can 

empathize with. although there is no concept of a king 

in the history of the Philippines, the Korean drama 

"Jumong" became so popular that the hustle and bustle 

in the streets of Filipino cities quieted down at 6:00pm 

when it was aired. recently,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re is an oversaturation of the Korean Wave. 

at first, the Korean Wave was accepted by the upper 

class in asean societies. now that Korean content is 

perceived as mainstream culture there, some upper-class 

people discount the Korean Wave as it has lost the status 

it once enjoyed in asean. nowadays, the development 

of new broadcasting platforms has created a conducive 

environment for easy access to Korean content, and 

Korean dramas are even available on netflix shortly after 

they air.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reasons why 

we are losing existing Korean Wave fans even as cultural 

contact points increase.

Kim eje,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김이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김이재 교수 한류 인기의 지속성은 콘텐츠의 

재미와 한국 연예인의 스타성에 있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IT 기술의 확산과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도 한류의 

인기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높은 아세안 

국가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걸그룹의 선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고, 무슬림 단체, 

학부모 단체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 수출 시 민감한 문화적·종교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초기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Prof. Kim Eje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Wave is evident in the fun of the content and star 

power of Korean celebrities. The prolif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evolution of media platforms that enable 

users to access content easily by smartphones also support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actually, consumption 

of Korean Wave content continues to increase in indonesia 

and other asean member states where digital literacy is 

high. in indonesia, however, a broadcast was suspended 

due to concerns about the immodest and revealing sexy 

clothing of a Korean girl group. Both muslim and parent 

groups have lodged serious complaints about Korean content. 

When exporting Korean Wave content, sensitive cultural 

and religious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manage these issues and tackle 

problems should they arise in the early stages.

Kim youn Sung, Director as an experienced 

expert in producing Korean drama content, when 

i go abroad i often get asked by people who like Korean 

dramas, “How can you make two episodes per week? 

How do you create such diverse love stories, like people 

falling in love everywhere, even at a police station, in 

the army, or a hospital?” isn’t there a saying “love knows 

no boundaries”? i think that our dramas have created 

the Korean Wave by both revealing and delving into 

simple universal truths. To sustain the Korean Wave, i 

think the key point is to continue utilizing K-pop at many 

events where we can showcase its brilliant dancing and 

outstanding performance quality.

김연성 이사 드라마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해외에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있다. ‘한국 드라마는 

대단한 것 같다. 첫째, 어떻게 1주일에 2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둘째, 경찰서, 군대, 병원에서도 

연애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이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단순한 진리를 파고든 우리 드라마가 한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K-pop 아이돌의 화려한 

군무와 퍼포먼스 등을 합쳐 각종 행사에 K-pop을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한류 지속의 비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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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사무총장 아세안에서 한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달라.

양우연 팀장 3~4년 전만 해도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합법적으로 드라마를 구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뷰(Viu), 

아이플릭스(Iflix) 등의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방영 

직후 바로 현지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CJ E&M과 

같은 한국드라마 제작자들은 아세안 지역의 합법적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아세안 지역 

어디에서든 한국 드라마를 한국 방송과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pipeline)이 

구축되었고, 합법적 구매 업체의 증가로 CJ E&M 

매출 역시 성장하게 되었다. 

Lee Hyuk, Secretary General  

if you have any examples of successful asean 

cases in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please share them.

yang woo-yeon, Senior Manager

Three or four years ago, it was commonplace 

to use unofficial web sites to watch Korean dramas 

in asean member states, but recently a variety of 

platforms have been introduced so that dramas can be 

purchased through official channels. On platforms such as 

Viu and iflix, you can watch Korean shows right after they 

air in Korea. Korean drama producers such as CJ e&m are 

actively using marketing campaigns to establish a culture 

of respecting copyright and legitimate consumption in 

asean member states. Owing to this, a pipeline to view 

Korean dramas anywhere in the asean region with little 

or no time difference from Korean broadcasts has been 

established, and CJ e&m sales have also benefitted from 

this increase in legitimate purchasing options.

아세안 내 한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의 역할

The Korean wave in ASEAN: 
Role of Entertainment and Media

Yang Woo-yeon, senior manager, CJ enm
양우연 CJ ENM 팀장

K-pop, a major pillar of the Korean Wave, is also gaining 

popularity in asean member states. a notable K-pop 

success story of CJ e&m is KCOn Thailand, held in 

2018. since its first launch in 2012, KCOn has become 

a landmark convention for the Korean Wave focusing on 

K-pop, which has been held in europe, the middle east, 

south america, and Oceania. KCOn hit Thailand in 2018, 

heralding the entrance into the asean market. Thailand 

is a paradise for smartphone users, so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 itself, KCOn Thailand offers a total of 43 

programs for the digital generation, including Korean 

cultural content, K-pop dance covers, fan meetings, 

Korean food recipes, and classes on Korean-style 

cosmetics, which are organized by digital creators from 

both countries. it was so successful that it sold out in 

two hours after ticketing opened, and there were about 

40 million views, content related queries and shares 

on social media. in addition, Korean content is actively 

remade in the asean region. CJ e&m's "i Can see Your 

Voice" will have more seasons in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Cambodia after adapting 

it to TV programming and successful localization.

한류의 큰 축인 K-pop 역시 아세안 지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CJ E&M에서 주목할 만한 

K-pop 성공 사례는 2018년 개최된 KCON 

Thailand이다. KCON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박람회로 2012년 개최 이래 유럽-중동-

남미-오세아니아를 거쳐 2018년 처음으로 태국에 

진출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에 입성했다. KCON 

Thailand에서는 ‘엄지족의 천국’이라는 태국의 

디지털 세대의 특성에 맞춰, KCON 이외에도 

양국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펼치는 한국 문화 

연계 콘텐츠, K-pop 커버댄스, 팬 미팅, 한국 

음식 레시피와 한국식 화장법 강의 등 총 43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에 티켓 오픈 2시간 만에 

전석 매진되었고, SNS 상에서도 관련 콘텐츠 조회 및 

노출 공유 횟수를 합산하면 약 4천만 건이 노출될 만큼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한국 콘텐츠의 리메이크 

역시 아세안에서 활발하게 이뤄진다. CJ E&M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 포맷되어 

수출 현지화에 성공한 뒤 후속 시즌이 방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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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KBs World
배기형 KBS World PD

Lee, Hyuk, Secretary General 

What do you think is the role of the media in 

spreading the Korean Wave across the asean region?

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The role of traditional media was absolutely crucial for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i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The best example would be KBs World, which 

is an international broadcasting channel that was conceived to 

be “the pipeline of the Korean Wave”. music Bank, a well-known 

live K-pop performance show, led to the K-pop craze by being 

broadcast worldwide on KBs World. But if traditional media such 

as KBs World has ignited a fire, it is social media that adds fuel 

to it. The global enthusiasm of PsY and BTs started from YouTube 

fandom.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dividuals 

who were regarded as simple consumers of Korean Wave content 

have now become producers and distributor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sharing and creating cultural content. The social 

aspects of the Korean Wave are expressed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fans in subscribing and sharing. as a growing level 

of affinity for Korean Wave Content is felt by a wide section of the 

general public, so does the desire to share this fun with friends. 

The Korean Wave is now shared and circulated around the world 

through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Facebook.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Wave 

content depends on global user-generated content on social media.

이혁 사무총장 아세안에서 한류 확산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배기형 PD 애초에 한류가 일본, 중국 같은 이웃 

나라에서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된 데에는 전통 

미디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자부하는 KBS 국제방송채널인 ‘KBS 

월드’다. K-pop의 대표적인 갈라(Gala) 프로그램인 

<뮤직뱅크>가 ‘KBS 월드’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K-pop 열풍을 선도했다. 그렇지만 ‘KBS 월드’같은 

전통미디어가 불을 지폈다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소셜미디어다. 싸이나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열풍이 유튜브 

팬덤(fandom)으로부터 발화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류 콘텐츠의 단순 소비자로 간주되던 개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생산자와 유통자로 

변모했다. 한류의 소셜(social)적 특성은 구독과 공유를 

통한 참여에서 발현된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지면, 이 ‘재미’를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 이제 한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유통된다.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은 

SNS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프로듀싱(global producing)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Joeffrey 교수 경제 한류의 큰 갈래인 화장품, 

음식, 의류는 문화 한류와 함께 한국의 무형적 

국력, 즉 연성권력(軟性權力)의 확대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지역으로 외교의 

지평선을 넓히고 경제협력 강화 방법을 모색하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는 문화교류 

증대를 통해 상호인식의 외연을 확장하며 인적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과 한류 브랜드 유지는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이해력을 점진적으로 주변국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 문화에 

친근한 편이다. 한 국가의 문화력 확대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익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 

Prof. Joeffrey Calimag

Cosmetics, food and clothing, which fall within 

the economic aspects of the Korean Wave, have enhanced 

Korea’s soft power in conjunction with the cultural clout 

of the Korean Wav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new southern Policy to expand its 

diplomatic horizon to the asean and indian regions, 

so as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and deepen 

relations between the two neighbors. While broaden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bilateral engagement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active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been promoted 

to improve the reciprocal asean-Korea relations. except 

for indonesia, malaysia, and Brunei Darussalam, where 

islamic cultur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society, other 

asean member states are more receptive to a Korean 

barbeque ‘samgyupsal’. The expansion of a country’s 

cultural power is an effective facilitator in reinforcing soft 

power and furthering its own national interests.

경제 한류의 큰 갈래인 화장품, 음식, 의류는 문화 한류와 함께  
한국의 무형적 국력, 즉 연성권력(軟性權力)의 확대로 진화하고 있다. 

Cosmetics, food and clothing, which fall within the 
economic aspects of the Korean Wave, have enhanced Korea’s soft power  

in conjunction with the cultural clout of the Korean Wave. 

080 081ASEAN Focus • 아세안포커스 ASEAN-Korea Journal



이혁 사무총장 K-뷰티, K-푸드, K-패션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다. 

아세안 내에서 향후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거라 

예상하나.

배기형 PD 한국 화장품·음식·패션이 

아세안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한류의 

선순환 구조를 대표하는 좋은 실례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서 촉발된 한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류 다각화 현상이다. 

화장품·음식·패션뿐만 아니라 관광·의료·출판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으로 한류의 의미 확장이 기대된다. 

이제 한류의 질적 성숙을 위해 대중문화 편중에서 

벗어나 고급예술, 전통예술 분야로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 

Lee Hyuk, Secretary General 

a great deal of Korean Wave content has been 

produced, and its growing popularity has been translated 

beyond its cultural power to a range of commercial sectors. 

This can be seen in the phenomenon of K-Beauty, K-Food, 

and K-Fashion. What kind of ripple effects can it bring to the 

asean region in the future?

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The fame of Korean cosmetics, food, and fashion 

in asean member states is a good example of the 

virtuous cycle of the Korean Wave. This is diversification of 

the Korean Wave based on the love and affection for the 

popular lifestyle described in Korean dramas. in addition 

to cosmetics, food, and fashion, the meaning of the 

Korean Wave is expected to expand its influence to other 

industries, including tourism, medical care, and publishing. 

now,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Korean Wav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reliance on popular culture 

and step into the field of higher art and traditional art. 

아세안 내 한류와 K 브랜드

The Korean wave in ASEAN and K Brand
When we think about well-respected cultural powerhouses 

like Britain or France,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ir 

overall cultural capacities, including their pop culture as 

well as high-end and traditional arts, are consistently 

creating a “British Wave” and a “French Wave”.

yang woo-yeon, Senior Manager 

non-Korean viewers who see Korean food, 

cosmetics, and fashion in Korean dramas and shows 

will become interested in the entirety of Korean culture. 

They will be curious about Korean food in the dramas 

they watch and want to buy the same outfits worn by the 

stars. CJ e&m is also planning festivals and enjoyable 

events, like KCOn, to offer the experience of various 

facets of Korean culture, and considering ways to extend 

its e-commerce business into the asean region so people 

can purchase online the very same products they see in 

Korean dramas.

Prof. Ko Jeong Min in the past, the actress, Kim 

nam-ju, was popular in Viet nam. When she was 

hired by lG Cosmetics as an advertising model after they 

recognized her stardom, they became a leading market 

competitor, even surpassing popular French brands. as this 

case shows, the Korean Wave synergizes well with related 

products, resulting in a large domino effect. The economy 

of asean is currently on an upward trajectory, and the 

rising levels of income will form a mature market that 

seeks high quality and sophisticated cultural products. it is 

expected that sales of high-end products from Korea will 

increase due to the halo effect of the Korean Wave. as 

purchasing power increases, Korean Wave products may 

seem more attractive in the eyes of asean consumers in 

the market. also, as income increases in the region, many 

students inspired by the Korean Wave will want to visit or 

study in Korea.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문화 강국을 생각할 

때 그들의 대중문화와 아울러 고급 및 전통예술까지 

포함한 총체적 문화 역량이 ‘영국류’, ‘프랑스류’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양우연 팀장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을 접한 외국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나온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가지며, 배우가 입은 옷을 사고 싶어 

하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CJ E&M에서는 KCON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드라마에 나온 상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e-commerce) 

사업의 아세안 진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정민 교수 과거 베트남에서 배우 김남주의 

인기가 높았다. LG에서 김남주의 광고력을 

알아보고 LG 화장품 광고모델로 기용한 결과, 

베트남에서 프랑스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한 적이 있다. 이처럼 한류는 연관 

상품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아세안 지역은 현재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이미지와 세련미를 추구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류로 형성된 

후광효과로 한국의 세련된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력이 동반되므로 아세안 국가의 한류 

관련 상품은 지금보다 더욱 잘 팔릴 것이다. 또한, 

아세안의 소득이 높아지면 한류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유학생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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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사무총장 한국 내 아세안류 확산을 

체감하는 분야가 있다면 공유해 달라.

김연성 이사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이 

있다. 이 음식점은 베트남 여행 때 느꼈던 

베트남 현지 고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베트남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어서 자주 이용한다. 

아세안 음식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여행지라는 점도 

한국인의 아세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한다. 

홈쇼핑 채널에서 자주 소개되는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관광패키지 상품에서도 아세안류를 

체감한다. 또한, 대형 쇼핑몰의 커피 매장에 베트남 

커피가 진열대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때 

아세안의 문화가 한국에서 지속되고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Lee Hyuk, Secretary General 

if you have noticed any sector that feels the impact 

of the asean Wave in Korea, please share your thoughts.

Kim youn Sung, Director i have a restaurant 

that i go to on a regular basis. This restaurant has 

the same local taste of Vietnamese food that i experienced 

when i traveled to Viet nam and it makes me feel like i am 

back there again. The high level of interest in asean can 

be seen not only in the growing passion for asean food, 

but also in that the region is a preferred travel destination 

for many Korean tourists. You can experience the asean 

Wave when you see asean tour packages, often available 

on home shopping channels here, to places such as Viet 

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lso, judging by the 

Vietnamese coffee that is often displayed at the center of 

the shelves in the coffee shops of large shopping centers, 

i think that the asean Wave will continue to spread and 

expand further to other sectors in Korea.

한국 내 아세안류 현황

The ASEAN wave in Korea

이혁 사무총장 아세안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한다. 단순히 아세안 

드라마·음악·콘텐츠를 한국에 들여오는 방법으론 

아세안류의 자생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성공한 분야가 음식이다. 현재 한류와 

아세안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콘텐츠 기업들의 

합작투자, 기술자문 등 다양한 교류 방법이 있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확대하되 균형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한-아세안센터가 추구하는 바이자 역할인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 내 아세안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Lee Hyuk, Secretary General 

in order for the asean Wave to keep going, 

there must be something that Koreans can feel affinity 

for and connect to. asean culture will not become self-

sustaining simply by bringing asean dramas, music, 

and content, to distribute to Korean people. The only 

area that we can confidently point to as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asean Wave is food. Currently,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Korean Wave and 

the asean Wave. in order to overcome this, some of the 

most plausible and practical ways are joint investment 

or technical consulting projects that content businesses 

from both asean and Korea may be able to agree on. 

What the asean-Korea Centre pursues with its mission 

statement, is not just the expansion of asean-Korea 

relations, but also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two important regions. so, how can we encourage the 

asean Wave in Korea?

한국 내 아세안류 활성화 방안

How to encourage an ASEAN wav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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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it is a positive sign that there is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interest in the culture and food 

of asean member states increases in Korea and also 

there is respect for diversity that results from tourism 

and student exchanges. We need a receptive approach 

to the cultures of minority groups in society and to 

recognize them as part of our community. However, it 

is an uncomfortable fact that the perception towards 

asean is still prejudiced and discriminatory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asean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are on the rise. We must take a pluralistic 

view of respecting asean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without unilaterally forcing them to live 

according to our lifestyles, language, and cuisine. it is 

here where there is a need for content that respects their 

identity and culture. asian values, or global values, begin 

with diversity being inherent in our society.

Prof. Ko Jeong Min Culture can guarantee 

the continuance of cultural exchanges if they 

are bilateral in a win-win situation. unilateral cultural 

infiltration is not sustainable, but rather leads to anti-

Korean sentiment.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 Contemporary cultural exchange trends are 

oriented towards showing due regard for the culture of 

the other country rather than simply promoting one’s own 

culture. Cultural events from other countries should be 

held in Korea, and a forum for cultural exchange has to be 

established through inviting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from their respective cultural fields. Fortunately, we have 

been able to experience the asean Wave in 

Korea recently. Food is the quintessential 

example of the asean Wave. Foods 

from asean member state like 

Vietnamese rice noodle dishes 

and Thai food are easy to find 

all around you.

배기형 PD 관광이나 유학생 교류를 

통해 한국 내 아세안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비록 소수라도 각 

구성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해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내 아세안 

출신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차별적이고 불관용이 팽배한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아세안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에게 우리의 생활양식, 언어, 음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콘텐츠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아시아적 가치 혹은 

글로벌 가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고정민 교수 문화는 쌍방향 교류여야만 

윈윈(win-win)할 수 있고 문화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방적인 문화 침투는 

오래가지 못하며, 오히려 반한류 정서를 초래한다. 

먼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시대의 

문화교류 추세는 자국 문화 홍보보단 상대 국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상대국가의 

문화행사를 한국에 개최하고, 타국 문화인을 초청해 

교류의 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아세안류를 

우리나라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다. 태국 음식, 베트남 쌀국수 등 

아세안 지역의 음식을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자스민 前의원 한국은 아세안을 선입견을 

가지고 특정 이미지로 묘사한다. 한국 

드라마에 한국에서 성공한 필리핀 CEO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인식 자체가 동남아시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아세안 출신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세안 출신은 100명의 

출연자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배제된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 

김연성 이사 한류와 아세안류에 대한 

상호 호혜의 원칙이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CJ E&M의 MAMA(Mnet Asian Music 

Awards)에서는 아시아 부문으로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타일랜드>,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베트남>과 같이 아세안 국가별 아티스트에게 

시상한다. 양질의 콘텐츠도 해당 국가의 문화적 

공감대가 결여되면 다양한 산업으로 파장 효과를 

유지할 수 없다. 이제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인식 

범위를 드라마,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케이블 채널의 경우 일본, 중국 드라마 

및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은 있으나 아직 아세안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채널은 부재 상태이다. 결국, 

아세안 콘텐츠를 포함한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 

Hon. Jasmine Lee

south Koreans have a certain prejudiced 

image of the asean region. it is my hope that a 

Korean drama will show a successful Filipino CeO in 

Korea. Koreans tend to look down on southeast asia. 

it is extremely rare for people from asean member 

states to be featured in Korean entertainment. Only 

one person among the 100 cast members was from 

the asean region on a [foreigner profile] TV show 

called ‘my neighbor, Charles”. more effort is needed 

to include southeast asians in Korean TV programs.

Kim youn Sung, Director i would like to see 

a principle of mutual benefit for the Korean 

Wave and the asean Wave. For example, CJ e&m's 

mama (mnet asian music awards) presents awards to 

asian artists such as “Best asian artist from Thailand” 

and “Best asian artist from Viet nam”. if high-quality 

exported content doesn’t gain cultural consensus in a 

foreign country, it cannot expand its scope from cultural 

influence to commercial industries. now, the scope of 

recognition of asean culture should be broadened to 

other cultural areas such as dramas and film. in addition, 

you can watch Japanese and Chinese dramas and 

movies on some cable channels but there is no channel 

to view asean content yet. Finally, i feel it is imperative 

to make programs that include asean content.

Kim Youn sung, Director, star Collabo
김연성 스타콜라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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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uk, Secretary General  

What are the perceptions of the asean region 

and the asean Wave amongst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younger Koreans?

Prof. Kim Eje it is true that very little is taught 

about the developing asean member states 

in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This is due to the 

deeply-rooted Western influence in Korean society, 

academia, and education. even if you find anything 

about asean member states, it is usually distorted 

by an imperialist perspective, economic-centered 

thought and Orientalism, and full of outdated ideas 

that do not at all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the region. Over the past decade, the image of asean 

countries has congealed in the Korean education policy 

of multiculturalism and even contradictions which go 

against the principl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re 

apparent. it is urgent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education 

and policy for multiculturalism, which are Western-

focused and have been trapped in educational theory.

이혁 사무총장 한국의 대학생, 청년의 아세안 

및 아세안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김이재 교수 한국 교육과정에서 제3 

세계인 아세안 국가는 홀대받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 학계, 교육계에 내재된 뿌리 깊은 

서구중심의 영향 때문이다. 그나마 아세안 관련 

내용은 제국주의적 관점, 경제 중심적 사고, 

오리엔탈리즘으로 왜곡된 내용이 많고 무엇보다 

급변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식과 정보들이 

만연하다. 지난 10년간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 역시 

아세안 국가들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거나 심지어 

다문화 교육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순된 실정이다. 

서구 중심적 사고와 교육 이론에 갇힌 다문화 교육 및 

정책에 있어 비판적 성찰이 시급하다.

한국 청년들의 아세안류 인식 현황

Awareness of ASEAN among Korean youth

Prof. Joeffrey Calimag

i suppose that fostering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diversity should precede the active promotion of 

the Korean Wave to another culture. i may bring the topic of 

migration to explain this concept. The global community has 

been looking for ways to resolve social friction caused by 

an influx of migrants and many explanations for movement 

of migrants exists. For instance, some of the reasons could 

be seeking better employment opportunities or economic 

reasons, but there are also cultural and language factors. if 

the migrants are offered equal opportunities and lead happy 

lives in Korea, images of the Korean Wave can be improved 

through the synergistic effect. in order to make that happen, 

Korean society may need a well-developed curriculum at an 

early stage, encompassing the values of diversity. rather 

than devising one-off projects that only consume a huge 

amount of budget, a series of regular cultural policies an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f Korean society adopts a 

tolerant approach to new culture and diversity inherent in 

such approach, the Korean Wave would benefit from an 

equivalent treatment in another culture.

Joeffrey 교수 한류 활성화에 앞서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유입이 불러오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더 나은 

고용환경,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택하는데 그 배경엔 

문화 및 언어적 요소도 영향을 끼친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는다면, 

한류도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인도 기초 교육과정에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막대한 양의 재정만 

쏟아부은 일회성 프로젝트보다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문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을 보인다면, 한류 

문화도 한 차원 더 격상된 대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는다면,  

한류도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f the migrants are offered equal opportunities and lead happy lives in Korea, 
images of the Korean Wave can be improved through the synergist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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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Ko Jeong Min i would like to suggest three 

things. First, the exchange of cultural manpower. 

We need to help human resources from asean to stay 

in Korea and support their work activities. i would like to 

establish a student exchange system for the culture industry 

and propose the founding of an asean-Korea Cultural 

exchange student Council. This includes providing asean 

student internships at Korean corporations, vacation plans 

during university breaks and various other opportunitie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such 

as asean-Korea co-productions. We should expand co-

production through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in performances, movies, and dramas. For 

instance, production investment and planning can be done 

in Korea, while the actual production can happen in asean 

member states. Considering the localization of asean-Korea 

productions, the content can be sold to third-party countries. 

Third, we need to make a web portal that serves as a hub 

for cultural exchanges. smartphones are spreading rapidly 

in terms of consumer spending, and mobile platforms are 

established, which allows for cultural exchanges that can be 

easily accessed by users. By providing a borderless cultural 

channel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platform, each 

country can put forward its own culture into a common 

consumer market, subsequently creating a common value for 

cultural exchanges in the long term.

고정민 교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문화 인력의 교류다. 아세안 인력의 

한국 체류를 지원하고 작품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문화산업의 교환학생 시스템을 수립하고 한-아세안 

문화교류 학생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싶다. 여기에 

아세안 학생 인턴 및 다양한 기회제공도 포함된다. 

둘째,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제작과 같은 협력체제의 

구축이다. 공연, 영화, 드라마 등에서 한국과 동남아 

간 분업이나 제휴 등을 통해 공동제작을 확대한다. 

이 때 제작 투자와 기획은 한국, 제작은 아세안 

등의 분업도 가능하다. 한-아세안 제작 현지화도 

고려하여, 해당 콘텐츠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문화교류 허브를 위한 포털 개설이다. 

소비환경 면에서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며, 

모바일 플랫폼을 마련하면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이 조성된다. 이러한 교류기반 

조성은 공동 플랫폼을 통해 ‘국경 없는 문화교류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각 국가별로 한정되어 있던 

문화를 공동의 역내 시장으로 진출시켜 장기적으로 

문화교류의 공동가치도 창출할 것이다.

The exchange of Cultural manpower
문화 인력 교류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such as asean and Korea Co-Productions.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제작과 협력체계의 구축

making a Web Portal that serves as a 
Hub for Cultural exchanges

문화 교류 허브를 위한 

포털 개설

Lee Hyuk, Secretary General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good programs 

with elements of fun while involving attributes of asean 

culture in Korean broadcasting.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mutually-beneficial business models and build 

relationships where both societie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Bold attempts need to be made so that people 

realize that the work that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jointly produce can be popular and commercially 

successful. if there is an effective way to foster a virtuous 

circle between the Korean Wave and the asean Wave, 

please share your thoughts.

Prof. Kim Eje in the long term, we need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to strengthen the sense of 

community between Korea and the asean region, such 

as establishing a cooperative educational system. We 

need to make practical changes through education rather 

than short-term achievements or quotas. as well as 

offering scholarships to asean students and supporting 

their studies in Korea, it would be helpful to actively 

encourage Korean students to study in asean, and give 

them information on local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various career paths after graduation.

이혁 사무총장 한국 방송 콘텐츠에 아세안의 

요소를 내포하는 동시에, 재미의 요소도 갖춘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 상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세안과 한국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 흥행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다. 한류와 아세안류의 선순환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 해달라.

김이재 교수 교육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한-아세안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나 수치보다는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아세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것처럼 

한국 학생들의 아세안 유학도 적극 지원하고 졸업 후 

현지 취업이나 다양한 진로를 안내하면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한류와 아세안류의 선순환 구조 확대

Expansion of a Virtuous Circle Between 
the Korean wave and ASEA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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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uk, Secretary General is there a role 

that people expect from the asean-Korea Centre 

to facilitate bilateral exchanges and promote interactions 

between the Korean Wave and the asean Wave?

Kim youn Sung, Director The asean-Korea 

Centre is a crucial mediator and channel for 

connecting the asean region and Korea. i 

hope that the asean-Korea Centre will organize cultural 

exchanges during commemorative events such as the 

asean-rOK special summit to be held in the future.

Prof. Kim Eje The asean-Korea Centre should 

help develop high-quality content that is popula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asean member 

states. To avoid a stereotypical approach to the 10 

asean member states while maintaining a balanced 

perspective on them, the content needs to embrace 

different countries, subjects, and practical knowledge. 

We need to produce cultural materials which are both 

fun and reflect reality. in addition, tailored educational 

programs and scholarship benefits should be provided to 

encourage studying in each other’s respective countries.

이혁 사무총장 한류와 아세안류 쌍방향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아세안센터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가. 

김연성 이사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과 

한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자 

창구이다. 한-아세안센터가 앞으로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에서 문화교류의 장을 

기획해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김이재 교수 한-아세안센터가 한국뿐 아니라 

아세안에서도 인기 있는 킬러(Killer)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 경직된 

국가별 접근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국가와 주체들을 

포용하며 흥미롭고,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지식과 

문화소재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유학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한류와 아세안류 활성화를 위한 한-아세안센터의 역할

The Role of the ASEAN-Korea Centre in Promoting the 
Korean wave and the ASEAN wave

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as the Korean Wave in China and Japan 

is slowing down, the asean region has become a 

vital market for Korean Wave content. However, the 

overdependence on Korean drama and K-Pop is not 

desirable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duce social media content. For example, 1theK’s 

platform, provides Korean cultural content with english 

subtitles, which can be communicated to and shared with 

asean fans. if the Korean Wave is seen as an extension 

of cultural exchange, planning and producing content 

that can embody asian values in Korea and reflect the 

features of asean through global production will help 

Korean content become universal.

Hon. Jasmine Lee

There is a channel called Damunhwa TV 

(multicultural TV). Originally intended to introduce 

multiculturalism to Korean people, it only seems to fill the 

purpose of nostalgia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simply 

broadcasting programs with asean cultural content will 

not be effective, rather the asean content should be 

interesting and competitive enough to spark interest from 

Korean people.

배기형 PD 중국과 일본에서의 한류가 

주춤하는 중에 아세안은 이제 한류 콘텐츠의 

핵심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드라마와 대중가요로 

치중된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영어자막과 함께 

제공하는 ‘원더케이(1theK)’ 플랫폼과 같이 아세안의 

한류 팬과 소통하고 공유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류를 문화 

교류의 확장으로 본다면 한국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글로벌 

프로듀싱을 통해 아세안적 요소를 반영한다면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자스민 前의원 다문화TV라는 채널이 

있다. 본래 한국 사람들에게 다문화를 

소개하는 의도였지만,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향수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이 아세안의 콘텐츠를 볼만큼 재미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콘텐츠를 들여와서 

방영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Various cultur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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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아세안류 확산을 위해 한-아세안센터도 적극 노력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The ASEAN-Korea Centre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encouraging the 
ASEAN Wave in Korea, hopefully with the help of many prominent experts.

이혁 사무총장 한국과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공동번영과 쌍방향 

문화·인적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핵심이자 한-아세안센터의 지향점이다. 한국의 

콘텐츠도 초창기에는 미약했지만,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우리 것으로 가공하여 소화해냈다. 

아세안의 대중문화가 한국과 결합하여 융합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내 아세안류 확산을 위해 

한-아세안센터도 적극 노력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Lee Hyuk, Secretary General

The growth of Korea and the asean region as 

one community, the strengthening of mutual prosperity, 

and bilateral exchanges of people and culture are the 

essence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what the 

asean-Korea Centre strives for. even though Korean 

content lacked clout at the beginning, it embraced 

different cultures and had them converged into a distinct 

form of Korean culture. it is desirable for asean culture 

to combine with Korean culture to have a better chance 

of being accepted. The asean-Korea Centre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encouraging the asean Wave 

in Korea, hopefully with the help of many prominent 

experts.

고정민 교수 아세안이 새로운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한-아세안센터가 문화교류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아세안 문화 관련 행사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협력은 국가 간 

쌍방향 교류의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배기형 PD 한류의 문화 산업적인 기능만을 

부각해 한류를 시장 개척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한류 열풍을 문화 교류로 보는 

시각을 확산하기 위한 책임이 한-아세안센터에 

주어져 있다고 본다. 국가주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문화 

교류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호이익이 되는 ‘윈윈(win-

win)’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상하고 한-아세안센터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Prof. Ko Jeong Min as the asean region 

is emerging as the new hub of cultural 

exchanges, the asean-Korea Centre should become a 

window of cultural exchange. it can play a big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culture of asean member 

states through related events and in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region amongst the local population. 

Cooperation based on culture will be a good stepping 

stone for two-way exchanges between asean and Korea.

Bae Kihyung Kenny, Senior Producer

i think that the asean-Korea Centre is 

responsible for propagating the view of the Korean Wave 

as cultural exchange rather than a means to invade a 

foreign market, thus moving away from the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only the Korean Wave’s superior 

cultural and industrial functions. it is important to take 

a step back from nationalistic viewpoints and acquire 

universality in the global market. a "win-win" virtuous 

cycle ecosystem with mutual benefits has to be foster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cultural exchanges for 

the mid-to-long term, and the asean-Korea Centre is 

expected to be the mainstay in this ende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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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ASEANstats (Gross Domestic Production in ASEAN, 2017),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FDI Net Inflow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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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illion, 2017)

6.9%

ASEAN
Trade

(US$ Billion, 2017)

7.2%

ASEAN 
GDP

(US$ Billion, 2017)

3.5%8.5%

ASEAN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2017) ASEAN 
At a Glance

Key Economic 
Indicators

 ASEAN

 China

 EU

 USA

 Japan

 Korea

 Ireland

 Hong Kong

 UK

 Cayman Islands

 Others

World

7,554
ASEAN

642
World

35,771
ASEAN

2,572
World

79,022
ASEAN

2,765
World

1,957
ASEAN

135

출처: 유엔인구국(세계인구전망, 2017), 아세안통계국(아세안 국내총생산, 2017), 세계무역기구(국제무역통계, 2017), 세계은행(세계발전지표,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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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통화기금(무역통계데이터베이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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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1
X: 기업환경평가
Y: 부패인식지수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2
X: 세계경쟁력지수
Y: 경제자유지수

*미얀마의 세계경쟁력지수는  
 2015년도 데이터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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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은행(기업환경평가, 2018),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2017), 세계경제포럼(세계경쟁력지수, 2018), 헤리티지재단(경제자유지수, 201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 2018) 단위: 건, $US 백만 (2008-2017)

출처: 국제통화기금(무역통계데이터베이스, 2018) 단위: US$ 백만 (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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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8),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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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eign Direct Investment, 2018)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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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Brunei Darussalam recorded an economic growth growth rate of 0.1% in 2018. (Source: Brunei 

Darussalam Depart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  Oil and gas production industry, accounting for 61% of the gross value added, was affected due to 

unexpected maintenance and repair work required. 

 -  The country also suffered a slump in areas of financial services, agricultural production, fisheries, 

hotels, transportation, and food products & beverages.

 -  Electricity, water supply, construction, and livestock industry were operating well.

•  The government of Brunei Darussalam has set its target growth rate at 5.8%. However, in 2019, its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4.8%. (Source: World Bank)

 - The country plans to expand efforts to attract FDI and operate a large-scale oil refinery.

 -  The country plans to reduce its dependence on oil and gas and promote its economic reform and 

FDI expansion to diversify its industries to include manufacturing, tourism, agriculture, livestock, 

electronic commerce, etc.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Brunei 
Darussalam

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0.423 0.421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77.4 77.2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11.39 12.12

GDP Per Capita USD 26,967 28,278

GDP Growth Rate % -2.5 1.3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1.2), 

manufacturing (56.5), 
services (42.4)

Agriculture (1.1), 
manufacturing (58.7), 

services (40.2)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7.49 Trade 8.55

Exports 
Imports 

4.85
2.64

Exports 
Imports 

5.51
3.04

FDI Net Inflows Billion USD -0.15 0.46

Unemployment Rate % - 9.3

Minimum Wage BND/Hour - - 

Consumer Price Index % -0.7 -0.3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BND/USD 1.4 1.4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2.98 2.94

Foreign Debt Billion USD 2.3 (20.1%/GDP) 2.5 (20.8%/GDP) 

Ease of Doing Business - 72nd/190th (Korea-5th) 56th/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41st/176th (Korea-52nd) 32nd/180th (Korea-51st)

1. 경제동향 및 전망
●  브루나이는 ’18년 0.1%의 경제성장률 기록 (출처: 브루나이 경제기획개발부)

 - 경제의 주축인 석유가스생산(총부가가치 생산의 61%)이 예기치 않은 보수작업으로 인해 차질 발생

 - 금융서비스, 농업생산, 수산업, 호텔, 운송, 식음료 등 또한 부진

 - 전기, 수도, 건설, 축산업은 호조

●  ’19년에는 4.8% 성장 전망(세계은행)

 - 브루나이 정부는 5.8% 성장 목표

 -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 대규모 정유공장 가동

 -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관광, 농업, 양식업, 전자상거래 등으로의 다양화 노력을 위한  

경제개혁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 노력 추진

2. 주요 경제, 무역, 투자 지표

브루나이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0.423 0.421

평균수명 년 77.4 77.2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11.39 12.12

1인당 GDP US$ 26,967 28,278

GDP 성장률 % -2.5 1.3

GDP 구조 % 
농업(1.2), 제조업(56.5), 

서비스업(42.4) 
농업(1.1), 제조업(58.7), 

서비스업(40.2)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7.49 무역 8.55

수출 
수입 

4.85
2.64

수출 
수입 

5.51
3.04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0.15 0.46

실업률 % - 9.3

최저임금 BND/1시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3

환율(연평균) BND/USD 1.4 1.4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2.98 2.94

외채 십억 US$ 2.3(20.1%/GDP) 2.5(20.8%/GDP) 

기업하기 좋은 환경 - 72위/190위 (한국-5위) 56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41위/176위 (한국-52위) 32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인구, 평균 기대 수명,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아시아개발은행(GDP 구조), 브루나이 경제계획개발국(무역액, 실업률),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 HIS Markit(외채, 
소비자물가상승률),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환율, 외환 보유고),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세계은행(환율, 기업하기 좋은 환경) 

Sources: ASEANstats (Population, Average Life Expectancy, FDI Net Inflows),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Brunei Darussalam Depart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otal Trade, Unemployment Rate), HIS Markit (Foreign Debt, Consumer Price Index),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GDP Growth, Exchange R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orld Bank (Exchange Rate, Ease of Do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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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브루나이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브루나이의 수출 2위(12.3%), 수입 9위(2.84%) 대상국, 브루나이는 한국의 수출 125위

(0.01%), 수입 45위(0.17%) 대상국 (출처: 브루나이 통계국,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 한-브루나이 무역 동향

 -  한국의 대브루나이 수출은 ’16년 75% 가량 급감하여 ’17년에도 부진세를 보이는 반면, 수입액은 ’17년 

대비 11.7% 증가

 -  수출은 승용차, 수송용 차량, 철강 구조물 및 관, 기계류 등, 수입은 석유가스, 탄화수소가스, 석유 및 

역청유, 비환식알코올, 할로겐유도체, 일차전지 등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주류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브루나이 수출 67(-75.5) 64(-4.3) 62(-3.2)

대브루나이 수입 712(-26.4) 795(+11.7) 610(-23.3)

무역수지 -645 -731 -548

단위: US$ 백만, 성장률(%)

● 한-브루나이 주요 무역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승용차 

26

승용차 

29

승용차
 

62

석유가스, 
탄화수소가스 

559

석유가스, 
탄화수소가스 

614

석유가스, 
탄화수소가스 

351

2
철강 관 

5
철강 구조물 

5
수공구 

35
석유, 역청유 

128
석유, 역청유 

160 
석유, 역청유 

242

3

금속주조용 
형틀, 주형

베이스, 기타 
성형용주형 

5

철강 관 

4

철강 
구조물

 
6

비환식알코올, 
할로겐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14

비환식알코올, 
할로겐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11

일차전지 등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8

4

철강 구조물

 
3

미분류된 
기계류 

3

재료 처리 
기계 

4

일차전지 등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10

일차전지 등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9

비환식알코올, 
헬로겐화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7

5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3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3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1

목재 

1

목재 

0

적하용 기계의 
부분품, 부속품 

0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Brunei Darussalam and Korea

A. Trade

•  Korea is Brunei Darussalam's 2nd largest export partner (12.3%) and the 9th largest import partner 

(2.84%). Brunei Darussalam is Korea's 125th largest export partner (0.01%) and the 45th largest import 

partner (0.17%). (Sources: Brunei Darussalam Department of Statistics,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  Trade Between Brunei Darussalam and Korea.

 -  Korea’s exports to Brunei Darussalam plunged by roughly 75% in 2016 and continued to show a 

downturn in 2017, whereas its imports from Brunei Darussalam increased by 11.7% in 2017.

 -  Korea’s main exports to Brunei Darussalam include passenger cars, transport vehicles, steel 

structures, pipes, and machinery, whereas Korea's main imports from Brunei Darussalam include 

petroleum gases, hydrocarbon gases, petroleum & diluted bitumen, acyclic alcohols, halogen 

derivatives, and electrical parts of machinery such as primary batteries.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Brunei Darussalam 67(-75.5) 64(-4.3) 62(-3.2)
Imports from Brunei Darussalam 712(-26.4) 795(+11.7) 610(-23.3)
Trade Balance -645 -731 -548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Main Items Traded Between Brunei Darussalam and Korea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Passenger cars 

26

Passenger cars 

29

Passenger 
cars

 

62

Petroleum 
gas,

hydrocarbon 
gas
559

Petroleum 
gas,

hydrocarbon 
gas
614

Petroleum gas,
hydrocarbon 

gas

351

2

Steel pipes

5

Steel 
structures

5

Hand tools 

35

Petroleum, 
diluted 

bitumen 
128

Petroleum, 
diluted 

bitumen
160 

Petroleum, 
diluted bitumen 

242

3

Moulding 
boxes for metal 

foundry, 
mould bases,
other moulds

5

Steel pipes

4

Steel 
structures

 

6

Acyclic alcohol, 
halogen 

derivatives, 
nitrosated 
derivatives

14

Acyclic alcohol, 
halogen 

derivatives, 
nitrosated 
derivatives 

11

Electrical parts 
of machinery 

including 
primary cells 

8

4

Steel 
structures

 
3

Unclassified 
machinery

3

Material 
processing 
machines

4

Electrical parts 
of machinery 

including 
primary cells

10

Electrical parts 
of machinery 

including 
primary cells

9

Acyclic alcohols, 
halogen 

derivatives, 
nitrosated 
derivatives

7

5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3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3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1

Wood 

1

Wood 

0

Loading 
machinery 
parts and 

accessories
0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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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0- 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11 1 6 1 3 1 15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 0.4 - - 1 0.05 0

Wholesale and 
Retail Trade - - - - 2 0.9 2

Manufacturing 1 0.1 2 1 - - 2

Construction 5 0.3 2 0.001 - - 9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3 0.3 2 0.15 - - 1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Brunei Darussalam is the 88th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for Korea.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Brunei Darussalam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5 rankings are listed).

•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Ongoing 
Projects

Daelim Industrial won a contract to construct Sungai Brunei Darussalam Grand 

Bridge (with four lanes and a total length of 712m), Brunei Darussalam’s first 

cable-stayed bridge connecting both sides of the Brunei Darussalam River, 

for KRW 123.3 billion in 2013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in 

October 2017.

Daelim Industrial obtained the right to undertake construction of the second (210 

billion KRW, in February 2015) and the third (483 billion KRW, in September 

2015) sections of the five sections of 13.65km long Temburong Bridge. This 

bridge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s part of a two trillion won project aimed 

at constructing a 30km long motorway that connects Muara and Temburong 

districts of Brunei Darussalam.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 the current 

4-hour long drive, which requires travellers to cross two border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to a mere twenty-minute trip.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11 1 6 1 3 1 15

농업, 임업 및 
어업 

2 0.4 - - 1 0.05 0

도매 및 소매업 - - - - 2 0.9 2

제조업 1 0.1 2 1 - - 2

건설업 5 0.3 2 0.001 - -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0.3 2 0.15 - - 1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나. 해외직접투자
● 브루나이는 한국의 88위 투자대상국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브루나이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5위까지만 기재)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대림산업은 ’13년 1,233억 원에 브루나이 강 양쪽을 연결하는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인 ‘순가이(Sungai) 브루나이 대교(왕복 4차선, 총 길이 712m)’ 공사를 

수주하여, ’17년 10월 완공

대림산업은 총 2조 원 규모의 무아라와 템부롱(Tembulong)을 잇는  

총 연장 3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3.65km 템부롱 

(Temburong) 교량 건설 총 5개구간 중에서 ’15년 2월 2공구(2,100억 원) 

및 9월 3공구(4,830억 원) 시공권을 획득 후 공사 중. 다리가 완공되면 차로 

국경을 2번 넘어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가 단 20분으로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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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Cambodia recorded an economic growth rate of 7.3% in 2018.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  Clothing, construction, tourism, FDI (banking, real estate, clothing), and international trade were the 

major drivers of economic growth.

 -  The inflation rate was curbed to about 2.6% on the back of stable exchange rates.

•  In 2019, the economic growth rate of Cambodia is expected at a somewhat slow rate of 7%.  

 -  Cambodia faces some challenges. External factors include fears about the EU’s decision to withdraw 

it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Everything-But Arms) benefits provided to Cambodia 

because of the country’s inadequat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fears of 

relative disadvantages that Cambodia may face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coming into effect. Internal factors include 

excessive dependence on the construction sector, high production costs, electricity shortages and 

high electricity prices, and minimum wage increases.

 -  Cambodia is fostering a pro-investment environment and promoting efficiency in its economy through 

economic reforms and industrial diversification (transforming its industrial structure from clothing to 

electronics, automobile parts, services, etc).

•   The sixth Council of Ministers of Cambodia announced that it would push ahead with Phase IV (2018 

– 2022) of the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Building the 

Foundation Toward Realizing Cambodia Vision 2050.

 -  The country will focus on four priority secto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frastructure, water 

supply, and electricity.

 -  The country will also push ahead with economic diversification,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novation, new technology, government reform, social justice improvement, rural development,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The country aims to move up from its current lower-middle income status to an upper-middle 

income status by 2030 and a high-middle income status by 2050 (*The World Bank recommends that 

Cambodia should extend the target deadline from 2030 to 2035).

Cambodia 

1. 경제동향 및 전망
● 캄보디아는 ’18년 7.3% 의 경제성장률 기록 (출처: 아시아개발은행)

 - 의류, 건설, 관광산업, 해외직접투자(은행, 부동산, 의류) 및 무역이 성장 주도

 - 안정된 환율에 힘입어 인플레율 2.6%대로 억제

● ’19년에는 다소 둔화된 7.0% 성장할 전망

 -  캄보디아의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미흡에 따른 EU의 특혜관세제도(Everything-But Arms) 취소 

우려, CPTPP 발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우려 등 외적 요인과 건설분야에의 과다의존, 높은 생산비

용, 전기부족 및 높은 전기요금, 최저임금 인상 등 내적 요인이 부담

 -  경제개혁 및 산업 다양화(의류에서 전자, 자동차부품,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를 통해 양호한 투자 

환경 조성, 경제분야 효율화 추진

●  캄보디아 6차 내각은 ’18년 9월 ‘성장, 고용, 공평, 효율성을 위한 4면 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Building the Foundation Toward Realizing the 

Cambodia Vision 2050)의 4단계(Phase IV, 2018~2022)’추진을 천명

 -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수도, 전기 등 4개 우선분야에 역량 집중

 -  경제 다양화, 민간부문 개발, 혁신, 신기술, 정부개혁, 사회정의 개선, 농촌개발, 천연자원관리, 환경

보호 등도 추진

 -  현재의 저중소득국가 2030년 고중소득국가 및 2050년 고소득 국가로 진입 목표

(*세계은행은 ’30년을 ’35년으로 목표시한 연장 권고)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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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15.2 15.4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69.1 69.0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20.24 22.08

GDP Per Capita USD 1,270 1,379

GDP Growth Rate % 7.0 6.9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24.7), 

manufacturing (29.5), 
services (39.9)

Agriculture (23.4), 
manufacturing (30.9), 

services (39.7)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30.86 Trade 34.06

Exports
Imports

14.31
16.55

Exports
Imports

15.83
18.23

FDI Net Inflows Billion USD 2.5 2.78

Unemployment Rate % 0.3 0.2

Minimum Wage USD/Month USD140 USD153

Consumer Price Index % 3.0 2.9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KHR/USD 4,053.5 4,045.3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8.24 11.10

Foreign Debt Billion USD 10.07 11.50

Ease of Doing Business - 131st/190th (Korea-5th) 135th/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56th/176th (Korea-52nd) 161st/180th (Korea-51st)

Sources: Government of Cambodia (Population),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Consumer Price Index, Exchange R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National Bank of Cambodia (Total Trade, FDI Net Inflows, Foreign Debt),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Minimum Wage)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15.2 15.4

평균수명 년 69.1 69.0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20.24 22.08

1인당 GDP US$ 1,270 1,379

GDP 성장률 % 7.0 6.9

GDP 구조 %
농업(24.7), 제조업(29.5), 

서비스(39.9)
농업(23.4), 제조업(30.9), 

서비스(39.7)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30.86 무역 34.06

수출
수입

14.31
16.55

수출
수입

15.83
18.23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2.5 2.78

실업률 % 0.3 0.2

최저임금 USD/1개월 USD140 USD153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2.9

환율(연평균) KHR/US$ 4,053.5 4,045.3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8.24 11.10

외채 십억 US$ 10.07 11.50

기업하기 좋은 환경 - 131위/190위 (한국-5위) 135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156위/176위 (한국-52위) 161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캄보디아 정부(인구),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외환 보유고), 캄보디아 중앙은행(무역액, 해외직접투자 유치
액, 외채), 세계은행(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아시아개발은행(GDP구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최저임금)
 

2. 주요 경제, 무역, 투자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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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캄보디아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캄보디아의 수출 15위, 수입 9위 대상국, 캄보디아는 한국의 수출 63위, 수입 69위 대상국  

(출처: 국제통화기금,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  한-캄보디아 무역동향

 -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편물, 알루미늄 판, 음료(박카스 등), 자동차(화물, 10인 이상 수송용) 등, 

수입은 전선, 광케이블, 의류(현지 투자 한국봉제업체 생산 제품)등으로 구성

●  한-캄보디아 주요 무역 품목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캄보디아 수출 573(-0.3) 604(+1.3) 661(+9.5)

대캄보디아 수입 240(-0.1) 261(+0.4) 314(+22.5)

무역수지 333 343 347

단위: US$ 백만, 성장률 (%)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편물

82

알루미늄 판

76

음료

70

전선ㆍ케이블,
광섬유케이블

25

전선ㆍ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27

전선ㆍ케이블,
광섬유케이블

32

2
알루미늄 판

65

편물

74

편물

65

티셔츠,
싱글리트

23

티셔츠,
싱글리트

20

신발류

24

3

음료

56

음료

60

중고 의류,
중고 섬유 제품

47

저지, 풀오버, 가
디건, 

웨이스트코트
19

여성용 속옷

19

트렁크, 
슈트케이스, 
각종 용기

23

4
편물
37

화물자동차
44

화물 자동차
45

여성용 속옷
19

신발류
18

티셔츠, 싱글리트
21

5

화물자동차

36

중고 의류,
중고 섬유 

제품

35

수송용 자동차

38

남성용 속옷

19

저지, 풀오버,
가디건,

웨이스트 
코트
18

저지, 풀오버, 
가디건, 

웨이스트 코트

20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엽회 (HS code 4단위 기준)

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ambodia and Korea

A. Trade

•   Korea is Cambodia's 15th largest export partner and the 9th largest import partner, whereas Cambodia 

is Korea's 63rd largest export partner and the 69th largest import partner. (Sour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  Trade between Korea and Cambodia

 -  Korea’s main exports to Cambodia include knitted goods, aluminum sheets, beverages (Bacchus 

energy drinks, etc.), and motor vehicles (for transportation of goods or ten or more passengers), 

whereas Korea’s main imports from Cambodia include electric wires, optical cables, and apparel 

(products produced by Korean apparel sewing companies operating through direct local investments 

in the country).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Cambodia 573(-0.3) 604(+1.3) 661(+9.5)

Imports from Cambodia 240(-0.1) 261(+0.4) 314(+22.5)

Trade Balance 333 343 347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  Main Items Traded Between Cambodia and Korea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Knitted 
goods

82

Aluminum 
sheets 

76

Beverages

70

Electric wires, 
cables, optical 

cables
25

Electric wires, 
cables, optical 

cables
27

Electric wires, 
cables, optical 

cables
32

2
Aluminum 

sheets
65

Knitted goods

74

Knitted goods

65

T-shirts, 
singlets

23

T-shirts, 
singlets

20

Footwear

24

3

Beverages

56

Beverages

60

Used apparel,
used textiles

47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19

Women’s 
underwear

19

Trunks, suitcases, 
various types of 

containers

23

4

Knitted 
goods

37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goods
44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goods
45

Women’s 
underwear

19

Footwear

18

T-shirts, singlets

21

5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goods
36

Used apparel,
used textiles

35

Motor 
vehicles for 

transportation

38

Men’s 
underwear

19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18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20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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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5th largest investor (6.48%) in Cambodia, whereas Cambodia is the 27th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for Korea. (Sources: ASEANsta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Cambodia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92- 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170 397 149 243 106 356 2,678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37 11 8 11 2 2 118

Manufacturing 39 50 49 28 23 24 398

Wholesale and 
Retail Trade 11 4 8 2 10 4 97

Construction 22 11 25 9 27 17 491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3 0 1 0 2 0 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 2 4 1 1 0 31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Services

2 0 2 1 2 0 11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9 248 30 170 15 301 551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3 1 - - 0 0 7

Arts, Sports, Leisure 
and Recreation 
Services

11 2 5 3 1 1 23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캄보디아의 5위(6.48%) 투자국, 캄보디아는 한국의 27위 투자대상국 (출처: 아세안통계국,  

한국수출입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170 397 149 243 106 356 2,678

농업, 임업 및 어업 37 11 8 11 2 2 118

제조업 39 50 49 28 23 24 398

도매 및 소매업 11 4 8 2 10 4 97

건설업 22 11 25 9 27 17 491

운수 및 창고업 3 0 1 0 2 0 7

정보통신업 2 2 4 1 1 0 3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2 1 2 0 11

금융 및 보험업 19 248 30 170 15 301 55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 - - 0 0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2 5 3 1 1 23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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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Ongoing 
Projects

Hanshin Engineering & Construction was awarded a contract by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 of Cambodia for the National Road No. 21 

Improvement Project (45.6 billion KRW from EDCF) in January 2015; a further 

contract was awarded by the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MRD) for the 

Rural Road Improvement Project II intended to improve 22 existing roads (34.4 

billion KRW from EDCF) in northwest Cambodia in July 2016. Most recently, 

another contract was signed with the MPWT for 90.9 billion KRW for a project 

to improve the third section in the South Section of National Road No. 5 in 

January 2018. This project is aimed at improving, repairing and expanding the 

Kampong Chhnang - Thelea Ma'am Section (51.2km) road in the central part of 

Cambodia. The construction will take 48 months and is financed by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was awarded a contract worth 57 billion 

KRW by Japan’s Maruhan Group for a construction project to erect a new 

building for the headquarters of Sathapana Bank in Cambodia in May 2018.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on Norodom Boulevard, which is an area of 

Phnom Penh where financial institutions and embassies are densely located. 

The building will have four basement levels and 19 floors above ground, and 

its total floor area will be 33,135㎡. This construction project is scheduled for 

completion by July 2020.

Korea Consultants International won a contract together with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by the MPWT to implement the Road Asset 

Management Project II, for which the contract value is 2.7 million USD. This is a 

road improvement project for National Road No. 3 (Kampot-Veal Rinh, 54.3km) 

and No. 7 (TboungKhmum-Kratie, 164km), with a total length of 218km.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진행 중 
프로젝트

 한신공영은 ’15년 1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가 발주한 21번 국도 

개선 공사(EDCF 456억 원), ’16년 7월 농촌개발부가 발주한 캄보디아 북서부

지역 22개도로 개선 공사(EDCF 344억 원)에 이어 ’18년 1월 캄보디아 공공사

업교통부가 발주한 ‘캄보디아 5번국도 남부구간 3공구 개선 공사’ 계약을 909

억 원에 체결. 이 사업은 캄보디아 중부 캄퐁치낭-트레맘 구간(51.2km) 도로를 

 개·보수 및 확장하는 공사로 공사기간 48개월, 공사비는 일본국제협력기금

(JICA)으로 충당됨

롯데건설은 ’18년 5월 일본 마루한 그룹이 발주한 57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사타파나(Sathapana)은행 본점 신축공사를 수주. 이 공사는 금융권 및 대사관

들이 밀집한 프놈펜 노르돔 대로에 위치하며, 지하4층-지상19층, 연면적 33,135

㎡ 규모로, ’20년 7월 준공 예정

한국해외기술공사는 ’18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캄보디아 공공사업 

교통부가 발주한 도로자산관리사업 2단계(Road Asset Management Project 

II) 도로 공사감리 프로젝트를 수주. 수주금액은 270만 달러이며, 캄보디아  

국도3(Kampot-Veal Rinh, 54.3km) 및 국도7(TboungKhmum-Kratie, 

164km), 총 218km의 기존도로 개량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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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Indonesia recorded an economic growth rate of 5.17% in 2018, slightly missing the year's growth 

target of 5.4%.

 -  Strong Sector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s of the end of November 2018, 36 out of 223 national 

strategic projects have been completed including roads, bridges, airports, seaports, and reservoirs), 

and the rapid growth of its digital economy (600 million USD in 2015 → 27 billion USD in 2018: 12.2 

billion USD in e-commerce, 8.6 billion USD in online travel, 3.7 billion USD in ride-hailing).

 -  Weak Sectors: Indonesia did not meet its oil and gas output goals.

•   Indonesia has set its 2019 economic growth target at 5.3% placing an emphasis on “stability” rather 

than “growth.”

 -  The country plans to limit its fiscal deficit to 1.84% of GDP (the lowest level since 2013).

 -  Manufacturing sector has grown by 5.4% after actively implementing economic policies compatibl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Indonesia continues to carry out its five-year (2016-2020)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 which is 

worth 327 billion USD.

 -  A total of 169.7 billion USD investment pledges have been made, and those will be funded by public 

expenditure (15.1 billion USD), state-owned enterprises (44.8 billion USD), and private companies 

(109.8 billion USD). However, a further 157.3 billion USD still needs to be funded by the private 

sector or overseas investment firms.

•    In order to expand talent pools in professions which are needed to establish solid bases for economic 

growth, Indonesia plans to nurture technicians and highly skilled workers. 

 -  With support from Canada, Indonesia has launched the 'Polytechnic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PEDP)' to secure 113 million skilled professionals by 2030.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Indonesia

1. 경제동향 및 전망
●  인도네시아는 ’18년 5.17%의 경제성장률 기록. 목표치 5.4%에 다소 미달

 -  호조분야: 인프라 건설(’18년 11월 말 기준 223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도로, 다리, 공항, 항구, 저수지 

등 36개 완공), 디지털 경제 급성장(’15년 6억 달러 → ’18년 270억 달러: E-commerce 122억 달러, 

On-line travel 86억 달러, Ride-hailing 37억 달러)

 -  부진분야: 석유가스 채굴량 목표치 미달

●  ’19년에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성장률 목표치 5.3%로 책정 

 - 재정적자는 GDP대비 1.84% 이내로 통제(’13년 이래 최저)

 -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본격 추진을 통해 5.4% 성장

●  총 3,270억 달러 규모의 5개년(’16년~’20년) 인프라 개발 계획 지속 추진

 -  현재 정부예산(151억 달러), 국영기업(448억 달러), 민간기업(1,098억 달러) 등 총 1,697억 달러  

투자 약속 → 나머지 1,573억 달러는 민간 및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

●  숙련기술자 양성을 통한 제조업, 인프라, 농업 성장 기반 확대

 -  ’30년까지 1억 1,300만 명(현재의 2배)의 숙련기술자 확보를 위해 (출처: 아시아개발은행), 캐나다의 

지원 하에 ‘폴리테크닉 교육개발 프로젝트(PEDP)’ 추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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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258.7 261.9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70.9 69.2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932.445 1015.411

GDP Per Capita USD 3,604 3,875

GDP Growth Rate % 5.0 5.1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14.0), 

manufacturing (40.8), 
services (45.3)

Agriculture (13.7), 
manufacturing (41.0),

services (45.4)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280.7 Trade 325.7

Exports
Imports

145.1
135.6

Exports
Imports

168.8
156.9

FDI Net Inflows Billion USD 28.9 32.1

Unemployment Rate % 5.6 5.5

Minimum Wage IDR/Month 10,076 IDR ($0.7) 11,581 IDR ($0.8)

Consumer Price Index % 3.5 3.8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IDR/USD 13,308 13,381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110.9 124.1

Foreign Debt Billion USD 320 (34.3%/GDP) 352.8 (34.7%/GDP)

Ease of Doing Business - 91st/190th (Korea-5th) 72nd/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90th/176th (Korea-52nd) 96th/180th (Korea-51st)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Bank Indonesia (Population, Foreign Debt), 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FDI Net Inflows), Indones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Unemployment Rate, Consumer Price Index, Total Trad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inimum Wag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GDP Growth Rate, Exchange R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2. 주요 경제, 무역, 투자 지표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258.7 261.9

평균수명 년 70.9 69.2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932.445 1015.411

1인당 GDP US$ 3,604 3,875

GDP 성장률 % 5.0 5.1

GDP 구조 % 농업(14.0), 제조업(40.8), 
서비스업(45.3)

농업(13.7), 제조업(41.0), 
서비스업(45.4)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280.7 무역 325.7

수출
수입

145.1
135.6

수출
수입

168.8
156.9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28.9 32.1

실업률 % 5.6 5.5

최저임금 USD/1개월 10,076 IDR ($0.7) 11,581 IDR ($0.8)

소비자물가상승률 % 3.5 3.8

환율(연평균) IDR/US$ 13,308 13,381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110.9 124.1

외채 십억 US$ 320(34.3%/GDP) 352.8(34.7%/GDP)

기업하기 좋은 환경 - 91위/190위 (한국-5위) 72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90위/176위 (한국-52위) 96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아시아개발은행(GDP 구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인구, 외채), 인도네시아 투자청(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인도네시아 통계청(실업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무역액), 국제노동기구(최저임금),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환율, 외환 보유고), 세계은행(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Indonesia and Korea

A. Trade

•    Korea is Indonesia's 6th largest export partner (4.8%) and the 5th largest import partner (4.8%), 

whereas Indonesia is Korea's 13th largest export partner (1.4%) and the 12th largest import partner 

(2.0%). (Sour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   Trade Between Indonesia and Korea

 -  After a series of downturns in trade, Korea's exports to Indonesia have seen a recovery since 2017. 

 -  Korea’s main exports to Indonesia include petroleum products, ships, synthetic rubber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knitted goods, steel products, and etc., whereas Korea’s main imports from 

Indonesia include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and intermediate materials for industrial use, such as 

coal, crude oil, gas, copper ore, and natural rubber.

3. 한-인도네시아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6위(4.8%), 수입 5위(4.8%) 대상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수출 13위

(1.4%), 수입 12위(2.0%) 대상국 (출처: 국제통화기금,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  한-인도네시아 무역 동향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013년 이래 줄곧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회복세

 -  수출은 석유, 선박, 합성고무, 전자집적회로, 편물, 철강제품 등, 수입은 석탄, 석유, 가스, 동광, 천연

고무 등 원부자재 및 산업용 중간재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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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인도네시아 수출 6,609(-16.1) 8,404(+27.2) 8,868(+5.5)

대인도네시아 수입 8,285(-6.4) 9,571(+15.5) 11,160(+16.6)

무역수지 -1,676 -1,167 -2,292

단위: US$ 백만, 성장률 (%)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석유와 역청유

699

석유와 역청유

942

석유와 
역청유

1,340

석탄, 연탄,
조개탄 및 
고체연료

1,618

석탄, 연탄,
조개탄 및 
고체연료

2,560

석탄, 연탄,
조개탄 및 
고체연료

2,586

2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287

선박

727

선박

378

석유가스,
가스 

탄화수소
1,401

석유가스,
가스 

탄화수소
1,279

석유가스,
가스 

탄화수소
1,521

3
특수선박

261

팩티스 제품

325

전자집적
회로
350

동광과 
그 정광

496

석유,
역청유(원유)

448

동광과 
그 정광

698

4
전자기기 
부분품

219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278

팩티스 제품

276

석유,
역청유(원유)

261

동광과 
그 정광

356

석유,
역청유(원유)

563

5

팩티스 제품

219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277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276

천연고무

236

천연고무

345

천연고무

286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  한-인도네시아 주요 무역 품목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Indonesia 6,609(-16.1) 8,404(+27.2) 8,868(+5.5)

Imports from 
Indonesia 8,285(-6.4) 9,571(+15.5) 11,160(+16.6)

Trade Balance -1,676 -1,167 -2,292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699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942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1,340

Coal, 
briquettes, 

oval briquettes 
and 

solid fuels

1,618

Coal, 
briquettes, 

oval briquettes 
and 

solid fuels

2,560

Coal, 
briquettes, 

oval briquettes 
and 

solid fuels

2,586

2

Knitted fabrics, 
crocheted 

fabrics

287

Ships

727

Ships

378

Petrtoleum 
gases, 

gaseous 
hydrocarbons

1,401

Petrtoleum 
gases, 

gaseous 
hydrocarbons

1,279

Petrtoleum 
gases, 

gaseous 
hydrocarbons

1,521

3

Special ships

261

Factice 
products

325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350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496

Petroleum 
oils,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oils)

448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698

4

Parts of 
electronic 
equipment

219

Flat-rolled 
products of 

iron/non-alloy 
steel

278

Factice 
products

276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261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356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563

5

Factice 
products

219

Knitted fabrics, 
crocheted 

fabrics

277

Knitted 
fabrics, 

crocheted 
fabrics

276

Natural rubber

236

Natural rubber

345

Natural rubber

286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   Main Items Traded Between Indonesi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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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6th largest investor (1.4%) in Indonesia, whereas Indonesia is the 12th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1.5%) for Korea. (Sources: ASEANsta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Indonesia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0-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287 722 346 747 292 352 10,659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0 308 13 352 6 37 1,196

Manufacturing 124 190 158 238 118 134 4,968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1 54 26 43 36 90 636

Wholesale and Retail 
Trade 34 44 40 27 28 7 48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6 28 20 17 26 5 131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12 26 8 15 9 16 323

Real Estate 13 25 10 5 11 22 165

Accommodations 
and Food Services 5 17 13 14 3 1 75

Construction 21 12 18 7 18 17 171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2 10 15 3 10 8 102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6위(1.4%) 투자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2위(1.5%) 투자대상국 (출처: 아세안 

통계국, 한국수출입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287 722 346 747 292 352 10,659

금융 및 보험업 10 308 13 352 6 37 1,196

제조업 124 190 158 238 118 134 4,968

농업, 임업 및 어업 21 54 26 43 36 90 636

도매 및 소매업 34 44 40 27 28 7 483

정보통신업
전기, 가스, 증기 및

16 28 20 17 26 5 131

공기 조절 공급업 12 26 8 15 9 16 323

부동산업 13 25 10 5 11 22 165

숙박 및 음식점업 5 17 13 14 3 1 75

건설업 21 12 18 7 18 17 1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10 15 3 10 8 102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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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Ongoing 
Projects

Since 2015, in order to secure water supply systems for the city of Jakarta, 

the construction of Karian Multipurpose Dam Project has started, which is set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9. In 2010,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provided financial support of 100 million USD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Once the dam is 

fully built, Daelim Industrial also plans to construct waterworks and a water 

purification plant to establish a safe and stable water supply system near 

Jakarta, which is 47km away from the dam construction site.

Samsung C&T Corporation secured a contract to construct Indonesia’s 

biggest combined cycle power plant in March 2018. The company signed the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contract, which was awarded 

by Indonesia’s Jawa Satu Power (JSP). Samsung C&T Corporation will organize 

a consortium with GE Power, a U.S. company and PT Meindo, a local company, 

and then construct a 1,760MW combined cycle power plant in the area of 

Cilamaya located 100km east of Jakarta. It will be the largest scale power plant 

construction in Indonesia.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power plant will 

supply electricity for up to 11 million households. The construction cost is one 

trillion KRW, and the stake held by Samsung C&T Corporation amounts to 510 

billion KRW. The construction project is scheduled for completion in September 

2021.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GS E&C) plans to push ahead with the City Gate 

88 Project with Indonesia’s Vasanta Group to construct five 25 to 30-Storey 

condominiums (accommodating 1,445 households) in DaanMagot, West 

Jakarta. It is a 50:50 joint venture project where the Vasanta Group will provide 

land as an investment in kind and GS E&C will cover the project expenses of 20 

million USD.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POSCO E&C) concluded a memorandum of 

agreement with the MNC Group to participate in the First-Phase Lido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and procured financing in September 2018. MNC Lido 

City is MNC Land’s flagship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Lido is located 

in the valley between Salak and the Pangrango Mountains, 70km away from 

Jakarta. It is adjacent to a national park. The first Asia-based Trump Resort &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진행 중 
프로젝트

대림산업은 자카르타 시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까리안(Karian) 다목적댐 공사를  

’15년부터 시작하여 ’19년 말 완공 계획. 한국수출입은행이 ’10년 EDCF를  

통해 1억 달러 지원하였고, 댐 완공 후 47km 떨어진 자카르타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로 및 정수장도 건설할 계획

삼성물산은 ’18년 3월 인도네시아 최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현지  

발주처인 자와사투파워(JSP)로부터 EPC(설계·조달·시공)계약을 체결. 미국

의 제너럴일렉트릭 파워(GE Power), 현지업체인 PT 메인도(Meindo)와 컨소

시엄을 구성해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칠라마야 지역에 1,760 

메가와트(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예정.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 중 최대 규모로, 준공 후 최대 1,100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 공사금액은 1조 원으로 삼성물산 지분은 5,100억 원 규모 

이며, ’21년 9월 준공 예정

GS건설은 인도네시아의 Vasanta Group과 함께 웨스트 자카르타의 Daan 

Magot지역에 25층~30층 콘도 5개동(1,445가구)와 상업시설을 짓는 City 

Gate 88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 중. 50:50 합작투자로 바산타 그룹은 토지

를 현물로 출자하고 GS건설이 2천만 달러의 사업비를 조달

포스코 건설은 MNC그룹과 ’18년 9월 리도(Lido)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참여와 금융조달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MNC Lido City는 MNC Land의  

플래그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Lido는 자카르타에서 70km 떨어진  

Salak과 Pangrango산맥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 있고,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음. 3,00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아시아 최초로 Trump Resort  

& Residences가 들어서고, 최초의 세계수준 테마파크인 MNC World Lido,  

Movie Land, 그리고 프리미엄 주거 및 상업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병원 등의 인프라 확충 예정. MNC Land는 ’18년 5월 Metallurgical Corp. of  

China의 자회사인 China Jingye과 테마파크 건설계약을 체결. 포스코 건설은 

공사비 1억 2,000만 달러를 들여 18홀 골프코스, 호텔, 콘도, 빌라 등을 건설할 

계획



126 127ASEAN Updates · ASEAN Economy, Trade, Investment ASEAN-Korea Journal

Residences will be built on the 30 million square-meter site, together with the 

scheduled location of MNC World Lido, the first world-class theme park, and 

Movie Land. Also, there will be premium residential, commercial, religious, 

educational and medical facilities on this site. MNC Land concluded a theme 

park construction contract with China Jingye, a subsidiary of Metallurgical Corp. 

of China in May 2018. POSCO E&C plans to construct an 18-hole golf course, 

hotels, condominium buildings, and villas within the given budget of 120 million 

USD.

Lotte Asset Development is seeking to embark on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 Indonesia. Lee Gwang-young, CEO of Lotte Asset Development, 

met and had a discussion with Anies Baswedan, Governor of Jakarta, in the 

Jakarta Provincial Office building in Indonesia about complex development 

in Jakarta on October 2, 2018. Indonesian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PT.PP) plan to develop the area around 

Manggarai Station in Jakarta to include wide-area transfer facilities as well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office facilities. Lotte Asset Developmen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PT.PP regarding a complex 

development project in the center of Jakarta in October 2017. During Indonesian 

President JoKo Widodo's official visit to Korea in Sepetember 2018, Lotte E&C,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PT.PP concluded an MOU on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area 

around Manggarai Station.

Lotte Chemical is considering $4 billion worth of investment to create a 

petrochemical complex in Chilegon, Banten Province, Indonesia.

롯데자산개발은 인도네시아 복합개발사업 진출을 모색.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는 ’18년 10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청사에서 아니스바스웨단 

(Anies Baswedan) 주지사를 만나 자카르타 복합개발과 관련한 협의 진행.  

인도네시아 주택공사(PT.PP) 등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자카르타 망가라이역

을 광역환승시설과 주거, 상업, 오피스 등을 포함한 대형 역세권으로 개발 계획.  

롯데자산개발은 ’17년 10월에는 PT.PP와 자카르타 도심 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중에는 롯데건설, 철도시설공단, PT.PP가 한-인니 망가라이 역세권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음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반텐주칠레곤에 40억 달러를 투자 유화단지 조성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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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The economy of Lao PDR grew by 6.6% in 2018, this figure is slightly lower than the estimated growth 

rate for the year.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  Strong Sectors: Electricity production (8%), construction (hydroelectric power plants, and the 

Vientiane-Kunming High Speed Railway), and services.

 -  Weak Sectors: A slowdown in agricultural production (2%) and mining production (-2%) due to 

natural calamities such as floods.

•   The country’s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5% in 2019.

 -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rate, which had remained in the 7% range for the previous 10 years 

has slowed down to around the 6% range, 6.7% in 2017 and 6.6% in 2018,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economic restructuring and reform.

•   Boosting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  Lao PDR is continuously promoting the Lao PDR (Vientiane)-China (Kunming) High Speed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scheduled to be completed at the end of 2021).

 -  In addition to the existing 12 special economic zones, Lao PDR plans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41 special economic zones (25 of which will proceed within the next 10 years).

•    The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NSEDP) (2016-2020).

 -  Lao PDR plans to postpone achieving its goal of ‘exiting the group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nd becoming a middle-income country (MICs) by 2020’ until 2024 due to its unsatisfactory progress 

in reducing the developme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that between low-income 

and middle-income households.

Lao PDR

1. 경제동향 및 전망
●  ’18년 라오스 경제는 당초 예상치 6.8%에 못 미치는 6.6% 성장 (출처: 아시아개발은행)

 - 호조분야: 전력생산(8%), 건설(수력발전소, 비엔티안-쿤밍 고속철도 건설), 서비스

 - 부진분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2%) 생산 둔화 및 광업(-2%) 생산 감소

●  ’19년 5% 성장 전망

 -  최근 10년간 7%대 성장률에서 ’17년 6.7%, ’18년 6.6% 등 6%대로 둔화되면서 경제구조조정 및  

개혁 필요성 대두

●  인프라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추진

 -  라오스(비엔티안)-중국(쿤밍)고속철도 건설(’21년 말 완공) 지속 추진 

 -  기존 12개의 특별경제구역(SEZ)이외에 향후 41개의 특별경제구역 신설(이중 25개는 향후 10년내 

추진)

●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NSEDP) 5개년 계획(2016~2020)

 -  ’20년 최빈국(LDC) → 중진국(MIC)진입목표는 3개 지표 중 1개 지표(도시/농촌, 저소득/중산층간 

발전 격차) 충족이 어려워 목표시한을 ’24년으로 연기 추진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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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6.59 6.68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68.0 66.7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15.91 16.97

GDP Per Capita USD 2,416 2,540

GDP Growth Rate % 7.0 6.9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19.5),

manufacturing (32.5),
services (48.0)

Agriculture (18.3),
manufacturing (34.9),

services (46.8)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9,617 Trade 9,625

Exports
Imports

4,245
5,372

Exports
Imports

4,275
5,350

FDI Net Inflows Billion USD 2.52 1.15 (~’17. Q2)

Unemployment Rate % 3.6% 0.7%

Minimum Wage LAK/Month LAK 900,000 
($111)/1month

LAK 900,000 
($111)/1month

Consumer Price Index % per year 1.6 0.8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LAK/USD 8,124 8,246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0.81 1.01

Foreign Debt Billion USD 7.71 (48.5%/GDP) 8.53 (50.0%/GDP)

Ease of Doing Business - 139th/190th (Korea-5th) 141st/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23rd/176th (Korea-52nd) 135th/180th (Korea-51st)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Unemployment Rate),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Bank of Lao PDR (Exchange R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Foreign 
Debt, Total Trade, FDI Net Inflows), Lao PDR Department of Economic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Lao Government (Minimum Wage), Lao Statistics Bureau (Population, GDP 
Growth Rat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2. 주요 경제, 무역, 투자 지표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6.59 6.68

평균 기대 수명 년 68.0 66.7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15.91 16.97

1인당 GDP US$ 2,416 2,540

GDP 성장률 % 7.0 6.9

GDP 구조 % 농업(19.5), 제조업(32.5),
서비스업(48.0)

농업(18.3), 제조업(34.9),
서비스업(46.8)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9,617 무역 9,625

수출
수입

4,245
5,372

수출
수입

4,275
5,350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2.52 1.15 (Feb 2017)

실업률 % 3.6% 0.7%

최저임금 LAK/1개월 LAK 900,000 ($111) LAK 900,000 ($111)

소비자물가상승률 연 % 1.6 0.8

환율(연평균) LAK/USD 8,124 8,246

외환 보유액(연 말) 십억 US$ 0.81 1.01

외채 십억 US$ 7.71 (48.5%/GDP) 8.53 (50.0%/GDP)

기업하기 좋은 환경 - 139위/190위 (한국-5위) 141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123위/176위 (한국-52위) 135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실업률), 아시아개발은행(GDP 구조), 라오스 중앙은행(환율, 외환 보유액, 외채, 무역액,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라오스 경제국(소비자물가상승
률), 라오스 정부(최저임금), 라오스 통계청(인구, GDP 성장률),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세계은행(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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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라오스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라오스의 수출 10위(0.5%), 수입 4위(1.4%) 대상국, 라오스는 한국의 수출 110위(0.02%), 수입 

116위(0.005%) 대상국 (출처: 아시아개발은행,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  한-라오스 무역 동향 

 - 한국과 라오스의 교역규모 ’17년 전년대비 19% 감소한 1.2억 달러 규모

 - 수출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가 주류. 수입은 목탄, 칼륨비료, 커피 등이 주류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라오스 수출 126(-25.8) 92(-27.1) 84(-8.9)

대라오스 수입 23(-20.0) 27(+20.2) 30(+10.2)

무역수지 103 65 54

단위: US% 백만, 성장률 (%)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승용차

39
승용차

28
화물 자동차

20
목탄

9
목탄

8
목탄
13

2
화물 자동차

30
화물 자동차

17
승용차

11
칼륨비료

7
칼륨비료

7
액체 비중계

4

3

디젤 엔진

15

철강 구조물 및 부
분품

8

차량 
부분품,
부속품

9

커피

2

커피

5

전화기

4

4
차량 부분품,

부속품
11

차량 부분품,
부속품

5

철강 구조물 
및 부분품

5

산화금속산염

0.7

액체 비중계

2

칼륨비료

2

5
수송용 자동차

2

수송용 자동차

3

수송용 
자동차

4

목재

0.5

전화기

1

견과류

2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  한-라오스 주요 무역 품목

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Lao PDR and Korea

A. Trade

•   Korea is Lao PDR's 10th largest export partner (0.5%) and the 4th largest import partner (1.4%), 

whereas Lao PDR is Korea's 110th largest export partner (0.02%) and the 116th largest import partner 

(0.005%). (Sources: Asian Development Bank,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   Trade Between Lao PDR and Korea

 -  The trade volume between Lao PDR and Korea was 120 million USD in 2017, which was a reduction 

of 19% from the previous year.

 -  Korea’s main exports to Lao PDR include motor vehicles such as passenger cars and cargo vehicles, 

whereas Korea’s main imports from Lao PDR include wood charcoal, potassic fertilizers, and coffee.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Lao PDR 126(-25.8) 92(-27.1) 84(-8.9)

Imports from Lao PDR 23(-20.0) 27(+20.2) 30(+10.2)

Trade Balance 103 65 54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Passenger cars

39

Passenger cars

28

Cargo Vehicles

20

Wood 
charcoal

9

Wood 
charcoal

8

Wood 
charcoal

13

2

Cargo Vehicles

30

Cargo Vehicles

17

Passenger cars

11

Potassic 
fertilizers

7

Potassic 
fertilizers

7

Hydrometers

4

3

Diesel engines

15

Structures of 
iron or steel 

and parts 
thereof

8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9

Coffee

2

Coffee

5

Telephone 
sets

4

4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11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5

Structures of iron 
or steel and parts 

thereof
5

Salts of 
oxometallic 

acids
0.7

Hydrometers

2

Potassic 
fertilizers

2

5
Transport 
Vehicles

2

Transport 
Vehicles

3

Transport Vehicles

4

Wood

0.5

Telephone 
sets

1

Nuts

2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    Main Items Traded Between Lao PDR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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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3rd largest investor (6.0%) in Lao PDR, whereas Lao PDR is the 41st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0.13%) for Korea. (Sources: ASEANsta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Lao PDR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92-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43 41.1 30 19.1 14 6.5 480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5 22.6 2 5.5 2 5.4 125

Construction 11 9.5 7 7.4 8 0.7 8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 4.0 2 0.05 1 0.1 10

Accommodations 
and Food Services 2 0.97 - - - - 5

Mining and 
Quarrying 3 0.96 - - - - 15

Manufacturing 5 0.73 3 0.38 3 0.2 14

Wholesale and Retail 
Trade 4 0.65 3 0.44 - - 53

Real Estate 2 0.50 5 3.7 - - 12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4 0.45 1 0.8 - - 144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3 0.32 1 0.003 - - 1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라오스의 3위(6.0%) 투자국, 라오스는 한국의 41위(0.13%) 투자대상국 (출처: 아세안통계국,  

한국수출입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라오스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43 41.1 30 19.1 14 6.5 480

금융 및 보험업 5 22.6 2 5.5 2 5.4 125

건설업 11 9.5 7 7.4 8 0.7 86

농업, 임업 및 어업 2 4.0 2 0.05 1 0.1 10

숙박 및 음식점업 2 0.97 - - - - 5

광업 3 0.96 - - - - 15

제조업 5 0.73 3 0.38 3 0.2 14

도매 및 소매업 4 0.65 3 0.44 - - 53

부동산업 2 0.50 5 3.7 - -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0.45 1 0.8 - - 1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0.32 1 0.003 - - 1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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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Ongoing 
Projects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aewoo E&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Houay Ho Hydroelectric Power Plant, which is capable of producing 1.5 

million MW per year (30-year Build-Operate-Transfer project) in 1999. Electricity 

was exported to Thailand until it sold its stake (60%) to companies i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POSCO E&C) began the construction of 

Nam Lik 1 Hydroelectric Power Plant, which is capable of producing 65MW per 

year, in July 2014. This power plant is scheduled to be fully operational in the 

first half of 2019.

The reoperation date of the Xe-PianXe-Namnoy hydroelectric dam construction 

project (capable of producing 4.1 million MW per year), which included the 

participation of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 was postponed to 

late 2019 after the collapse of the dam on 23 July, 2018. PNPC is a joint venture 

formed by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SK E&C) (holding a 26% stake in 

PNPC), Korea Western Power (25%),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CL (RATCH) (25%) of Thailand, and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LHSE) (24%) 

of Lao PDR.

South Korea’s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awoo E&C) and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Lotte E&C), together with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signed an 

MOU with Petroleum Trading Lao Public Company, one of the four major 

companies listed on the Lao Stock Exchange, in June 2017. This MOU clarified 

their intention to promot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hydroelectric 

power plant, the development of a deepwater port, and the extension of a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Mekong River area.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대우건설은 ’99년 연 150만 MW규모의 호웨이 호 수력발전소(BOT 30년)을 

완공, 태국에 수출해 오다가 ’01년 지분(60%)를 네덜란드 및 벨기에 업체에 

매각

포스코건설은 ’14년 7월 연 65MW 규모의 남릭 1(Nam Lik 1) 수력발전소(BOT 

30년) 착공, ’19년 상반기 가동 예정

SK건설 26%, 한국서부발전 25%, 태국 RATCH 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

가 24%씩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PNPC’가 건설에 참여한 세피안-세남노이

댐(연 410만 MW)은 ’18년 7월 23일 붕괴사고 후 재가동일을 ’19년 하반기로 

연기

’17년 6월 한국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라오스 증시 4개 상장사 중의 하나인 라오스 석유무역회사(Petroleum 

Trading Lao Public Company)와 MOU를 체결하고, 수력발전소, 심해항구 

개발, 메콩강 지역 내 특별경제구역 개발 등의 사업 추진 계획 의지를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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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Malaysia’s government has lowered its economic growth rate by 4.7% in 2018, and expected 

4.3%~4.8% growth in 2019.  

 - The government’s decision reflected the contributory factors of the postponement, suspension and 

cancellation of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aimed at reducing the country’s enormous national debt 

caus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lax infrastructure policy and to restabilize the country’s financial 

situation.

 -  The government has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Kuala Lumpur-Singapore High Speed Rail project 

until January 1, 2031 and oil and gas pipeline deals worth 2.3 billion USD were also cancelled. 

 -  However, in a self-evaluation of its performance, the Malaysian Ministry of Finance said that the 

Malaysian economy has recently been healthy, despite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and market 

uncertainty created at home and abroad, given that there have been rapid increases in FDI inflows (by 

2.5 times to 11.8 billion USD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2018), and expansion of exports (18% 

increase as of October 2018), and stability of consumer prices (1.2% as of September 2018).

•    Moving toward a developed country status within three years through its 3P Policy.

 -  3P Policy: Pro-growth for economic vitality, Pro-job for creation of decent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empowerment and Pro-poor for overcoming poverty and achiev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Malaysia’s new government published “the revised 11th Malaysia Plan, 2018-2020: Making up for 

Malaysia’s stolen years as an Asian tiger”, which includes implementation of more effective and bold 

measures, reformed agenda to provide new development focus in key priority areas and strategies 

aligned in a new direction to further boost economic growth. 

 -  Average annual growth rate: 5.0%~6.0% → 4.5%-5.5%, GDP per capita: MYR41,093 (2017) → 

MYR47,720 (2020), fiscal deficit: 3.0% of GDP (2020).

 -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Malaysian government plans to pursue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4.5% by switching to high value-added products such as electronic devices, machinery, 

chemical products, aerospace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Malaysia

1. 경제동향 및 전망
●  말레이시아는 ’18년 4.7%의 경제성장률 기록 및 ’19년 4.3~4.8% 성장 전망

 -  이전 정부의 방만한 인프라개발 정책이 야기한 막대한 국가부채 축소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연기, 중단 및 취소 요인을 반영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도 준공연도 ’31년 1월 1일로 연기, 23억 달러 규모의 석유가스수송관 

프로젝트 취소

 -  작금의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는 해외직접투자 급증(’18년 1~9월, 118억 

달러로 2.5배 증가), 수출호조(’18년 10월, 18% 증가), 물가안정(’18년 9월, 1.2%) 등 선전하고 있다

고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자평

●  3P 정책을 통한 3년 내 선진국지위 획득 추진

 -  3P정책: 경제활력을 위한 Pro-growth, 고용기회창출을 위한 Pro-job, 가난극복 및 국가재건을  

위한 Pro-poor

●  말레이시아 신정부는 이전 정부의 거품을 제거하고 현실을 반영한 “수정 11차 말레이시아 계획

(revised 11th Malaysia Plan, 2018~2020: Making up for Malaysia’s stolen years as an Asian 

tiger)”을 발표

 -  연 평균 경제성장률: 5.0%~6.0% → 4.5%~5.5%, 1인당 GDP: 41,093링깃(’17년) → 47,720링깃 

(’20년, 약 $11,700), 재정적자: GDP의 3.0%(’20년)

 -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기전자, 기계장비, 화학제품, 항공, 의료기기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평균 4.5% 성장추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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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31.6 32.4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74.8 75.3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296.5 312.3

GDP Per Capita USD 9,415 9,755

GDP Growth Rate % 4.2 5.9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8.8), 

manufacturing (38.9), 
services (52.4)

Agriculture (8.9), 
manufacturing (39.4),

services (51.7)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357.8 Trade 412.5

Exports
Imports

189.4
168.4

Exports
Imports

217.7
194.7

FDI Net Inflows Billion USD 11.3 9.9

Unemployment Rate % 3.45 3.42

Minimum Wage RM/Hour - -

Consumer Price Index % 2.1 3.8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RM/USD 4.15 4.30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94.6 95.4

Foreign Debt Billion USD 204.2 215.4

Ease of Doing Business - 23rd/189th (Korea-5th) 24th/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55th/176th (Korea-52nd) 62nd/180th (Korea-51st)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Bank Negara Malaysia (Foreign Exchange Reserves),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Population, GDP, Unemployment Rate, FDI 
Net Inflows), Malaysia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Total Trad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Consumer Price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orld Bank (Exchange Rate, Ease of Doing Business)

2. Major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31.6 32.4

평균수명 년 74.8 75.3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296.5 312.3

1인당 GDP US$ 9,415 9,755

GDP 성장률 % 4.2 5.9

GDP 구조 %
농업(8.8), 제조업(38.9), 

서비스업(52.4)
농업(8.9), 제조업(39.4), 

서비스업(51.7)

무역액
(상품+ 서비스)

십억 US$

무역 357.8 무역 412.5

수출
수입

189.4
168.4

수출
수입

217.7
194.7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11.3 9.9

실업률 % 3.45 3.42

최저임금 RM/1시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3.8

환율(연평균) RM/USD 4.15 4.30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94.6 95.4

외채 십억 US$ 204.2 215.4

기업하기 좋은 환경 - 23위/189위 (한국-5위) 24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55위/176위 (한국-52위) 62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외환 보유고, 외채), 말레이시아 통계청(인구, GDP 성장률, 실업률,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무
역액),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세계은행(환율, 기업하기 좋은 환경)

2. 주요 경제, 무역, 투자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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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Malaysia and Korea

A. Trade

•    Korea is Malaysia's 9th largest export partner (3.7%) and the 9th largest import partner (4.3%), 

whereas Malaysia is Korea's 15th largest export partner (1.4%) and the 11th largest import partner 

(1.8%). (Sources: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   Trade Between Malaysia and Korea

 - Korea’s export to Malaysia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4, but began to recover in 2018.

 -  Korea’s main exports to Malaysia include steel,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petroleum products, 

synthetic rubber products and ships, whereas Korea's main imports from Malaysia include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materials for industrial use such as oil and ga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petroleum products, diodes, and aluminum ingots.

3. 한-말레이시아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수출 9위(3.7%), 수입 9위(4.3%) 대상국,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수출 15위(1.4%), 

수입 11위(1.8%) 대상국 (출처: 말레이시아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  한-말레이시아 무역 동향

 -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2014년 이래 부진을 보이다가 2018년 들어 회복세

 -    수출은 철강,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합성고무제품, 선박 등, 수입은 석유가스, 전자집적회로, 석유

제품, 다이오드, 알루미늄 괴등 원자재 및 산업용 중간재가 주류

●  한-말레이시아 주요 무역 품목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말레이시아 수출 7,533(-2.6) 8,044(+6.8) 8,983(+11.7)

대말레이시아 수입 7,507(-12.8) 8,714(+16.1) 10,206(+17.1)

무역수지 26 -670 -1,223

단위: US$ 백만, 성장률 (%)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전자집적
회로

917

철강 구조물

979

석유제품

1,608

석유가스,
탄화수소

1,423

석유가스,
탄화수소

1,470

석유
가스,

탄화수소
1,791

2
특수선박

775

전자집적
회로
890

전자집적회로

1,024

전자집적회로

1,108

전자집적회로

1,270

전자집적
회로
1,447

3
석유제품

739
석유제품

767
합성고무제품

564
석유제품

829
석유제품

892
석유제품

1,260

4

순항선,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415

합성고무
제품

470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408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반도체
디바이스

288

컴퓨터 주변기기

294

컴퓨터 
주변기기

324

5

합성고무제품

309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211

원심분리기

244

컴퓨터 
주변기기

248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반도체 디바이스
262

알루미늄 괴

320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   Main Items Traded Between Malaysia and Korea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Malaysia 7,533(-2.6) 8,044(+6.8) 8,983(+11.7)

Imports from Malaysia 7,507(-12.8) 8,714(+16.1) 10,206(+17.1)

Trade Balance 26 -670 -1,223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917

Steel structures

979

Petroleum 
products

1,608

Oil and gas,
Hydrocarbons

1,423

Oil and gas,
Hydrocarbons

1,470

Oil and gas,
Hydrocarbons

1,791

2

Special ships

775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890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024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108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270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447

3

Petroleum 
products

739

Petroleum 
products

767

Synthetic 
rubber 

products
564

Petroleum 
products

829

Petroleum 
products

892

Petroleum 
products

1,260

4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ferry-boats, 
cargo ships

415

Synthetic rubber 
products

470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ferry-boats, 
cargo ships

408

Diodes, 
transistors and 
semiconductor 

devices

288

Computer 
peripherals

294

Computer 
peripherals

324

5

Synthetic 
rubber 

products

309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ferry-boats, 
cargo ships

211

Centrifuges

244

Computer 
peripherals

248

Diodes, 
transistors and 
semiconductor 

devices
262

Aluminum ingots

320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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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11th largest investor (2.3%) in Malaysia, whereas Malaysia is the 21st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0.9%) for Korea. (Sources: ASEANsta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Malaysia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0-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131 239 137 398 121 110 5,238

Manufacturing 47 200 41 278 41 53 2,868

Wholesale and Retail 
Trade 29 20 33 14 24 38 103

Construction 21 3 15 11 26 10 93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6 1 1 0.01 1 0.1 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6 0.8 13 5 11 3 254

Accommodations 
and Food Services 7 0.7 7 0.4 1 0 9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3 0.5 3 0.7 3 0.7 18

Mining and 
Quarrying 2 1 0 0 0 0 1,362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Rental and Leasing 
Services

5 0.8 8 28 6 4 41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4 10 4 2,605 1 0 333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11위(2.3%) 투자국,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21위(0.9%) 투자대상국 (출처: 아세안

통계국, 한국수출입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131 239 137 398 121 110 5,238

제조업 47 200 41 278 41 53 2,868

도매 및 소매업 29 20 33 14 24 38 103

건설업 21 3 15 11 26 10 93

운수 및 창고업 6 1 1 0.01 1 0.1 5

정보통신업 6 0.8 13 5 11 3 254

숙박 및 음식점업 7 0.7 7 0.4 1 0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0.5 3 0.7 3 0.7 18

광업 2 1 0 0 0 0 1,36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0.8 8 28 6 4 41

금융 및 보험업 4 10 4 2,605 1 0 333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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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삼성물산은 ’98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452m) 1동 완공. 페낭주 프라이(Prai)

지역에 1,071MW 규모의 복합가스터빈발전소, 펜거랑 지역에 LNG터미널(20만 

세제곱미터의 LNG탱크 2기, 연 5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 기화송출설비) 완공

롯데케미칼은 ’17년 말 Tanjung Langsat 산업단지 내의 LC타이탄에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에틸렌 생산공장 증설(연 72만 톤 → 81만 톤)

삼성물산은 쿠알라룸푸르에 Star Residences(58층 2동, 57층 1동), Merdeka 

PNB 118(644m로 ’24년 완공 시 말레이시아 최고층 빌딩이 될 예정), 조호르이

스칸다르 지역에 UM City(25층 오피스빌딩 1동, 15층 호텔 1동, 30층 레지던스 

2동) 건설 공사 중

아모레퍼시픽은 이스칸다르푸테리의 남부산업물류단지(SiLC)에 1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건설 중

한국전력공사와 말레이시아의 Tadmax Resources Bhd, Worldwide 

Holdings Bhd(Selangor주 산하투자회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50km 떨어진 

Pulau Indah섬에 5억 3,300만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1,200MW)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로 포스코건설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선정. 포스코건설은 

EPC를 맡고, 미쓰비시중공업은 보일러와 가스터빈을 공급하게 되며 ’23년 1월 

가동을 목표

●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Ongoing 
Projects

Samsung C&T Corporation constructed one of the Petronas Twin Towers (452m) 

in 1998, a combined cycle gas turbine power plant project in the Prai area, 

Penang State and LNG terminal in the Pengerang area.

LOTTE Chemical expanded its ethylene production plant by investing 300 billion 

KRW in LCTitan in the Tanjung Langsat Industrial Complex in late 2017, which 

led to an increase in production capacity from 720,000 tons to 810,000 tons per 

year.

In Kuala Lumpur, Star Residences (2 buildings with 58 floors and 1 building with 

57 floors) and Merdeka PNB 118 Tower (644 meters in height, to be the tallest 

building in Malaysia upon completion in 2024) are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by Samsung C&T Corporation. In addition, the UM City (25-storey office 

building, 15-storey hotel and two 30-storey residence buildings) is also being 

constructed in the Iskandar area, Johor of Malaysia. 

AmorePacific Corporation, is building a production base in the Southern 

Industrial and Logistics Clusters (SiLC) in Iskandar Puteri, Johor of Malaysia by 

investing 100 million US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Malaysia’s Tadmax Resources Bhd, 

and Worldwide Holdings Bhd (an investment company affiliated with Selangor 

State) have jointly selected POSCO E&C and Mitsubishi Corp. as the preferred 

bidders for a 533 million USD project to build a gas-fired combined cycle power 

plant (1,200MW) on Pulau Indah Island located 50km away from Kuala Lumpur. 

POSCO E&C will be in charge of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of the plant, whereas Mitsubishi Corp. will provide boilers and gas turbines for 

the project with the aim of commencing commercial operation of the plant in 

Jan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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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Myanmar’s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6.2% in 2018/2019, a little lower than the forecas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  The World Bank had initially expected a growth rate of 6.8% earlier, but lowered its forecast for 

Myanmar's economic growth because of floods, inflation, and the Rakhine State issue.

 -  The inflation rate has risen from 5.5% → 8.5%. The value of Myanmar’s currency (Kyat) has plunged 

by 25%. The amount of FDI inflows into Myanmar was 3.1 billion USD (as approved) between 

January to October 2018, a sharp drop of -60%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period of the previous 

year.

 -  46% of the Europ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Myanmar have stated that Myanmar’s economic 

situation is worsening. (Source: Myanmar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as of October 2018)

•   The World Bank has lowered its forecast for Myanmar’s economic growth rate for 2019 from 7.0% → 

6.4%.

 -  Myanmar aims to create a favorable and open business environment to increase and attract FDI 

inflows. 

  * Myanmar has newly established the 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eased regulations 

on foreign banks (allowing them to provide loans for local enterprises in Myanmar), and begun to allow foreign 

investment in wholesale and retail operations.

 -  Myanmar has signed an MOU on cooperation with China on a one-to-one basis, and expects 

the economic trickle-down effect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uch as pushing ahead with the 

construction of a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the New Yangon City.

 -  Uncertainty remains for reasons such as fears that the EU will suspend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benefits for Myanmar. 

Myanmar

1. 경제동향 및 전망
● 미얀마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18/’19년도 6.2% 성장 예상

 - 세계은행은 당초 6.8% 성장을 전망했으나, 홍수, 인플레, 라카인 이슈 등으로 하향조정

 -  인플레율 5.5% → 8.5%로 상승, 미얀마 통화(짯) 가치 25% 하락,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18년 1월

~10월 중 31억 달러(승인기준)로 전년동기 대비 -60% 급감

 -  미얀마와 비즈니스를 하는 유럽기업들의 46%가 미얀마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 

(미얀마 유럽상공회의소 설문조사, ’18년 10월)

● 세계은행은 2019년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7.0% → 6.4%로 하향 조정

 -  미얀마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우호적, 개방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신설,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미얀마 현지 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 도소매업 외국인투자 허용

 -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 MOU 체결 및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양곤신도시 추진 등 인프라 건설의 경제 낙수효과 기대

 -  라카인 이슈에 따른 유럽연합(EU)의 GSP 공여 중단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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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52.9 53.4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69.4 66.6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63,251 67,284

GDP Per Capita USD 1,210 1,278

GDP Growth Rate % 5.9 6.8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25.5), 

manufacturing (35), 
services (39.5)

Agriculture (23.7), 
manufacturing (36.2), 

services (40.1)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27.4 Trade 33.1

Exports
Imports

11.3
16.1

Exports
Imports

13.8
19.3

FDI Net Inflows Billion USD 6.65 4.78

Unemployment Rate % 0.78 1.55

Minimum Wage LCU/Hour 450 450

Consumer Price Index % 6.8 4.0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LCU/USD 1,234.2 1,380.5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4.61 4.91

Foreign Debt Billion USD 14.43 16.13

Ease of Doing Business - 170th/190th (Korea-5th) 171st/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36th/176th (Korea-52nd) 130th/180th (Korea-51st)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Myanmar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Total Trade, Consumer Price Index), Myanmar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FDI Net Inflows), Central Bank of Myanmar (Exchange Rate), International Monetray Fund (GDP, GDP Per Capita, Foreign 
Exchange Reserve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orld Bank (Population, GDP Growth Rate, Exchange Rate, Ease of Doing Business, Foreign Debt)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2. 주요경제, 무역, 투자 지표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52.9 53.4

평균수명 년 69.4 66.6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63,251 67,284

1인당 GDP US$ 1,210 1,278

GDP 성장률 % 5.9 6.8

GDP 구조 % 농업(25.5), 제조업(35), 
서비스업(39.5)

농업(23.7), 제조업(36.2), 
서비스업(40.1)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27.4 무역 33.1

수출
수입

11.3
16.1

수출
수입

13.8
19.3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달러 6.65 4.78

실업률 % 0.78 1.55

최저임금 LCU/1시간 450 450

소비자물가상승률 % 6.8 4.0

환율(연평균) LCU/달러 1,234.2 1,380.5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달러 4.61 4.91

외채 십억 달러 14.43 16.13

기업하기 좋은 환경 - 170위/190위 (한국-5위) 171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136위/176위 (한국-52위) 130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아시아개발은행(GDP 구조), 미얀마 중앙통계청(무역액, 소비자물가상승률),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해외직접투자 유치액), 미얀마 중앙은행
(환율),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물가상승률, 외환 보유고),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세계은행(인구, GDP 성장률, 환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외채)

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Myanmar and Korea

A. Trade

•    Korea is Myanmar’s 6th largest export partner (3.0%) and the 7th largest import partner (1.6%), 

whereas Myanmar is Korea’s 68th largest export partner (0.1%) and the 59th largest import partner 

(0.1%).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ation, as of 2017)

3. 한-미얀마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미얀마의 수출 6위(3.0%), 수입 7위(1.6%) 대상국, 미얀마는 한국의 수출 68위(0.1%), 수입 59

위(0.1%) 대상국 (출처: 국제통화기금,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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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미얀마 수출 761(+15.3) 573(-24.7) 534(-6.8)

대미얀마 수입 459(-9.3) 463(+1.0) 536(+15.7)

무역수지 302 110 -2

단위: US$ 백만, 성장률 (%)

●  한-미얀마 무역 동향

 -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은 ’12년 7억 6,000만 달러의 철강구조물 반짝 수출에 힘입어 13억 달러로  

정점을 보인 뒤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최근에는 절반수준인 6~7억 달러대로 감소하고 있음

 -  수출은 자주식 불도저, 의류부속품,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수송용 자동차, 편물 등, 수입은 남성 및 

여성용 오버코트, 재킷, 슈트, 블레이저, 수영복, 셔츠 등 의류 제품이 주류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Myanmar 761(+15.3) 573(-24.7) 534(-6.8)

Imports from Myanmar 459(-9.3) 463(+1.0) 536(+15.7)

Trade Balance 302 110 -2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Main Items Traded Between Myanmar and Korea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Steel 
structures

211

Self-propelled 
bulldozers, 

angledozers, 
graders

35

Clothing 
accessories 
and parts 

of clothing 
accessories

38

Men's clothing
(overcoats)

91

Men's clothing
(overcoats)

103

Men's clothing
(overcoats)

119

2

Clothing 
accessories 
and parts 

of clothing 
accessories

32

Clothing 
accessories 
and parts 

of clothing 
accessories

34

Self-propelled 
bulldozers, 

angledozers, 
graders

36

Women's 
clothing

(overcoats)

71

Women's 
clothing

(overcoats)

77

Women's 
clothing

(overcoats)

112

3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31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29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31

Men's clothing
(overcoats)

39

Men's clothing
(overcoats)

34

Men's clothing
(overcoats)

41

4

Self-propelled 
bulldozers, 

angledozers, 
graders

28

Transport 
vehicles for 
ten or more

29

Passenger cars

29

Track suits, 
ski suits and 
swimwear; 

other garments
26

Track suits, 
ski suits and 
swimwear; 

other garments
26

Track suits, 
ski suits and 
swimwear; 

other garments
30

5

Knitted and 
crocheted 

fabrics

27

Knitted and 
crocheted 

fabrics

24

Knitted and 
crocheted 

fabrics

27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served

26

Men’s shirts

21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served

22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 한-미얀마 주요 무역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철강 구조물

211

자주식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35

의류부속품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38

남성용 의류
(외투류)

91

남성용 의류
(외투류)

103

남성용 의류
(외투류)

119

2

의류부속품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32

의류부속품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34

자주식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36

여성용 의류
(외투류)

71

여성용 의류
(외투류)

77

여성용 의류
(외투류)

112

3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31

합성 필라멘트
사의 직물

29

합성 필라멘트
사의 직물

31

남성용 의류
(정장)

39

남성용 의류
(정장)

34

남성용 의류
(정장)

41

4

자주식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28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29

승용차

29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등
기타 의류

26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등 
기타 의류

26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등 
기타 의류

30

5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

27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

24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

27

보존 처리된 
과실, 견과류 및 기
타 식용가능한 식

물의 부분
26

남성용 셔츠

21

보존 처리된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가능한 

식물의 부분
22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   Trade Between Myanmar and Korea

 -  Korea’s exports to Myanmar reached their peak of $1.3 billion due to the short-term surge in the 

amount of exports of iron and steel structures worth $760 million in 2012. Since then, exports have 

been on a downward trend, resulting in as low as the $600-$700 million range, which is half as high 

as the amount of their peak in 2012.

 -  Korea’s main exports to Myanmar include self-propelled bulldozers, clothing accessories,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transport vehicles, and knitted goods, whereas Korea’s main 

imports from Myanmar include apparel such as men’s and women’s overcoats, jackets, suits, blazers, 

swimwear, and 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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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Myanmar is the 25th investment destination (0.6%) for Korea. (Source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Myanmar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0 - 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178 329 198 319 129 130 3,250

Manufacturing 49 93 51 84 47 54 391

Wholesale and Retail 
Trade 6 0.4 12 2 8 2 17

Construction 32 3 18 4 5 0.8 8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19 4 37 4 5 0.4 31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 0.02 5 0.2 3 0.5 1

Accommodations 
and Food Services 2 0.8 2 1 2 0.1 2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4 1 17 1 17 1 8

Mining and 
Quarrying 1 26 4 134 0 0 2,169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Services

4 0.1 6 3 6 2 3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23 179 17 50 16 36 258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미얀마는 한국의 25위(0.6%) 투자대상국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미얀마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178 329 198 319 129 130 3,250

제조업 49 93 51 84 47 54 391

도매 및 소매업 6 0.4 12 2 8 2 17

건설업 32 3 18 4 5 0.8 8

운수 및 창고업 19 4 37 4 5 0.4 316

정보통신업 1 0.02 5 0.2 3 0.5 1

숙박 및 음식점업 2 0.8 2 1 2 0.1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1 17 1 17 1 8

광업 1 26 4 134 0 0 2,16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
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0.1 6 3 6 2 3

금융 및 보험업 23 179 17 50 16 36 258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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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Ongoing 
Projects

POSCO Daewoo acquired the right to use land for a construction site from the 

Myanmar government in 2012. It formed a consortium with Lotte Hotel, Mirae 

Asset Daewoo and a local partner, and then opened Lotte Hotel Yangon in 

September 2017. Located adjacent to Inya Lake in Yangon City and with a total 

floor area of 104,213m², the hotel is composed of one 15-storey building (344 

rooms) and one 29-storey residential block (315 rooms).

CJ Cheiljedang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n oil refinery (2 million tons per 

year) in the 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SEZ) in November 2016.

LS Cable & System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LS-GAON Cable Myanmar 

(LSGM), the largest power cable factory in Myanmar, in the 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SEZ) in November 2018 (22 million USD was invested into the 

construction project).

INNO Group is currently carrying out the ‘Myanmar Yangon INNO CITY’ project 

on a 30,875m² site located in South Okkalapa Township, Yangon. It is the 

construction of a multi-purpose residential complex which will house five 

service apartment buildings, a hotel (150 rooms), a bus terminal, a convention 

hall, and a shopping center.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GS E&C) won an order for the ‘Korea-Myanmar 

Friendship Bridge’ construction project (2,861m bridge, 1,464m road) in 

December 2018. GS E&C plans to complete the project by 2022 ($168.17 million 

project; to be funded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loans).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plans to build a 2.249 million m² ‘Korea-

Myanmar Economic Cooperation Industrial Complex’ in Nyaung Hnit Pin, 

Yangon Regio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will provide land for the 

project, and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install an electricity supply system, 

a water supply system, and an access road for the site.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포스코대우는 ’12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하고, 롯데호텔, 미래

에셋대우, 현지파트너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17년 9월 롯데호텔 양곤 오픈. 

양곤시 인야호수에 인접하고 있고, 연면적 10만 4,123제곱미터, 15층 호텔 1동

(344실), 29층 레지던스 1동(315실)로 구성

CJ 제일제당은 ’16년 11월 띨라와 특별경제구역 내에 식용유(연 2만 톤) 공장을 

준공

LS전선은 ’18년 11월 띨라와 특별경제구역 내에 미얀마 최대의 전력케이블  

생산공장인 LS-가온 케이블 미얀마(LSGM)를 준공(2천 200만 달러를 투입,  

6만 6,000제곱미터 부지에 1만 9,800제곱미터의 공장)

이노그룹은 양곤 오클라파타운십 소재 3만 875제곱미터 부지에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 서비스 아파트(5동), 호텔(150실), 버스터미널, 

컨벤션, 상가 등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GS건설은 ’18년 12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프로젝트(교량 2,861m,  

도로 1,464m)를 수주, ’22년까지 완공할 계획 (1억 6,817만 달러 규모, EDCF 

차관 투입 예정)

LH는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에 224만 9,000제곱미터의 ‘한-미얀마 

경협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 미얀마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는 

EDCF로 전기, 상수, 진입도로를 설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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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The Philippines recorded an economic growth rate of 6.2% in 2018.

 -  Domestic demand, such as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led by the "Build, 

Build, Build" program is the key driver of economic growth.

 -  The impact of external condition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on the Philippines will be very 

limited as the country has strong macroeconomic fundamentals such as a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sufficient foreign exchange reserves, low foreign debt, and massive remittance from abroad 

(10% of GDP).

•   The economic growth rate in 2019 is estimated to be 6%-7%.

 -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plans to continue to promote the ‘Build, Build, Build' program 

(expanding the economy to 7.3% of GDP by 2022), private consumption (the 2019 General Election 

and Southeast Asian Games) and  the revitalization of more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s (Ease 

of Doing Business Act).

 -  However, the World Bank (WB) expects the Philippine economic growth prospects to be 6.5%, citing 

the negative effect of inflation on domestic consumption.

•    The Philippines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  By 2020, the country aims to (1) become an upper-middle income country (i.e. country with a GNI 

per capita between US$3,956 and US$12,235; the GNI per capita of the Philippines was US$3,660 

in 2017), (2) lower the poverty rate from 30% to 20%, (3) reduce unemployment rate from 5.5% to 

3.0%~5.0%.

Philippines

1. 경제동향 및 전망
● 필리핀은 ’18년 6.2%의 경제성장률 기록

 -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따른 인프라 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 주도

 -  유연한 환율체제,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외채, 해외로부터의 다량 송금 유입(GDP의 10%) 등  

거시경제 체력이 튼튼해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여건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

● ’19년 경제 전망은 6%~7%로 책정

 -  필리핀 정부는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의 지속추진(’22년까지 GDP의 7.3%로 확대), 민간소비

(선거 및 ’19. SEA 게임 특수 포함)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Ease of Doing Business Act 발효) 

 -  세계은행은 높은 인플레율에 따른 내수 둔화 등으로 6.5% 전망

● 2017~2022 필리핀 개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의 지속 추진

 -  ’22년까지 ①고중소득국가(1인당 GNI가 US$3,956 ~ US$12,235 범위 내인 국가로, 필리핀의  

’17년 1인당 GNI는 US$3,660) 진입, ②빈곤율 30% → 20%로 완화, ③실업률 5.5% → 

3.0%~5.0%로 축소 등을 목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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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103.2 104.9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70.4 69.1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304.9 313.6

GDP Per Capita USD 2,953.2 2,988.9

GDP Growth Rate % 6.9 6.7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57), 

manufacturing (34), 
services (9)

Agriculture (57), 
manufacturing (34), 

services (9)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197.9 Trade 237.9

Exports
Imports

87.7
110.2

Exports
Imports

103.9
134.0

FDI Net Inflows Billion USD 7.9 10.0

Unemployment Rate % 5.5 2.7

Minimum Wage PHP/Hour - -

Consumer Price Index % 1.8 3.3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PHP/USD 47.5 50.4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80.7 81.6

Foreign Debt Billion USD 74.76 73.09

Ease of Doing Business - 99th/190th (Korea-5th) 113rd/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01st/176th (Korea-52nd) 111st/180th (Korea-51st)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Total Trade, FDI Net Inflows, Unemployment Rate, Consumer Price Index),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eign 
Exchange Reserves, Foreign Deb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GDP Growth Rat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opulation, GDP Composi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orld Bank (Exchange Rate, Ease of Doing Business)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2. 주요경제, 무역, 투자 지표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103.2 104.9

평균수명 년 70.4 69.1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304.9 313.6

1인당 GDP US$ 2,953.2 2,988.9

GDP 성장률 % 6.9 6.7

GDP 구조 % 농업(57), 제조업(34)
서비스(9)

농업(57), 제조업(34)
서비스(9)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197.9 무역 237.9

수출
수입

87.7
110.2

수출
수입

103.9
134.0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7.9 10.0

실업률 % 5.5 2.7

최저임금 PHP/1시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8 3.3

환율(연평균) PHP/USD 47.5 50.4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80.7 81.6

외채 십억 US$ 74.76 73.09

기업하기 좋은 환경 - 99위/190위 (한국-5위) 113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101위/176위 (한국-52위) 111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수명, 무역액,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필리핀 중앙은행(외환 보유고, 외채),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필리
핀 통계청(인구, GDP 성장률, GDP 구조),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세계은행(환율, 기업하기 좋은 환경)

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A. Trade

•    Korea is Philippines’ 6th largest export partner (4.0%) and the 3rd largest import partner (12.8%), 

whereas the Philippines is Korea's 11th largest export partner (1.9%) and the 28th largest import 

partner (0.8%). (Sources: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3. 한-필리핀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필리핀의 수출 6위(4.0%), 수입 3위(12.8%) 대상국, 필리핀은 한국의 수출 11위(1.9%), 수입 

28위(0.8%) 대상국 (출처: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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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the Philippines 7,278(-12.5) 10,594(+45.5) 11,309(+17.3)

Imports from the Philippines 3,229(-0.7) 3,337(+14.7) 3,337(-2.3)

Trade Balance 4,050 6,891 7,972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   Main Items Traded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980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4,158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5,399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68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856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599

2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excluding crude 

oils)
813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excluding crude 

oils)
1,448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excluding crude 

oils)
2,144

Bananas

275

Bananas

288

Machinery 
parts and 

accessories

527

3

Storage units 
such as 

discs and tapes 

345

Copper wire

256

Copper wire

251

Unrefined 
copper

182

Unrefined 
copper

218

Bananas

280

4

Passenger cars

284

Passenger cars

251

Passenger cars

186

Refined 
copper and 

copper alloys

159

Machinery 
parts and 

accessories

136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ferry-
boats
117

5

Machinery

213

Machinery

243

Machinery

165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128

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123

Electric 
motors, 

generators

114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필리핀 수출 7,278 (-12.5) 10,594 (+45.5) 11,309 (+17.3)

대필리핀 수입 3,229 (-0.7) 3,337 (+14.7) 3,337 (-2.3)

무역수지 4,050 6,891 7,972

단위: US$ 백만, 성장률 (%)

● 한-필리핀 주요 무역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전자집적회로

1,980
전자집적회로

4,158
전자집적회로

5,399
전자집적회로

681
전자집적회로

856
전자집적회로

599

2
석유와 역청유

(원유제외)
813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1,448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2,144

바나나

275

바나나

288

기계 부분품,
부속품

527

3
디스크ㆍ테이프

등 기억장치 
345

구리의 선

256

구리의 선

251

정제하지 않은 
동
182

정제하지 않은 
동
218

바나나

280

4
승용차

284

승용차

251

승용차

186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159

기계 부분품,
부속품

136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117

5
기계류

213

기계류

243

기계류

165

석유, 역청유

128

변압기ㆍ
정지형변환기

123

전동기, 발전기

114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   Trad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  Korea’s exports to the Philippines decreased slightly between 2015 and 2016, and trended upwards 

again in 2017.

 -  Korea’s main exports to the Philippines include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petroleum products, 

motor vehicles, and machinery, whereas Korea’s main imports from the Philippines include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fruits, copper ore, and crude oil.

●  한-필리핀 무역 동향 

 -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15~’16까지 소폭 감소되었다가 ’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수출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 수입은 전자집적회로, 과실류, 동광, 원유 등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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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14th largest investor (0.13%) in the Philippines, whereas the Philippines is the 16th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1.2%) for Korea. (Sources: ASEANsta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the Philippines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0-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207 183 214 578 151 168 437,753

Manufacturing 44 29 53 468 35 97 140,698

Wholesale and Retail 
Trade 15 2 24 2 16 2 51,530

Construction 36 13 30 40 31 34 12,223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3 0.7 3 0.4 2 0.1 8,519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9 1 4 0.4 5 3 12,205

Accommodations 
and Food Services 23 13 10 6 5 1 5,432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7 3 9 22 7 9 5,657

Mining and 
Quarrying 1 0.2 7 3 1 0.2 63,018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Rental and Leasing 
Services

20 1 5 2 2 0.3 6,994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 24 1 0.6 0 0 78,119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필리핀의 14위(0.13%) 투자국, 필리핀은 한국의 16위(1.2%) 투자대상국 (출처: 아세안통계국, 

한국수출입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필리핀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207 183 214 578 151 168 437,753

제조업 44 29 53 468 35 97 140,698

도매 및 소매업 15 2 24 2 16 2 51,530

건설업 36 13 30 40 31 34 12,223

운수 및 창고업 3 0.7 3 0.4 2 0.1 8,519

정보통신업 9 1 4 0.4 5 3 12,205

숙박 및 음식점업 23 13 10 6 5 1 5,4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3 9 22 7 9 5,657

광업 1 0.2 7 3 1 0.2 63,01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 1 5 2 2 0.3 6,994

금융 및 보험업 1 24 1 0.6 0 0 78,119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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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Ongoing 
Projects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built a 2.97-square-meter Subic 

Shipyard (HHIC-PHIL) in the Subic Bay Economic Zone in 2006 by investing 

a total of 700 billiion KRW until 2016 and building medium-sized merchant 

ships. However, it filed a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in a local court in 

the Philippines in January 2019, as a result of falling orders and a drop in 

ship prices after a recession severely hit the shipbuilding industry. A total 

of 11 companies, two American asset management firms, two American, 

Japanese and Chinese shipyards respectively, one Singaporean shipyard, one 

Dutch shipyard, and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CTSI) in the 

Philippines, are seeking to acquire Subic shipyard.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POSCO E&C) won a 200 million USD 

commercial project contract from JG Summit Olefins Corp. to expand an existing 

naphtha cracker facility (from 320,000 tons to 474,000 tons per year) and to 

construct a new hydrogenation unit for pyrolysis gasoline. The project will be 

completed by 2020.

JB Clark Hills Corp (JB Cresta 51%, POSCO 25%, Saehwa Construction 24%) 

leased a site for 50 years from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 in 2007 

to build 'The Shop Clark Hills' of 512 households in 5 condominiums consisting 

of 21 storeys plus a basement level in the residential area of the Clark Free 

Economic Zone in the Philippines.

On January 5, 2018,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aewoo E&C) 

successfully won a 193 million USD Jalaur River Multi-purpose Construction 

Project Phase II (3 dams, waterways and irrigation facilities) from the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NI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as signed a 

loan agreement of 200 million USD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finance 

the project, and it will be completed in 46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onstruction date.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한진중공업은 ’06년 수빅만 경제구역에 2.97평방 킬로미터 규모의 수빅조선소

(HHIC-PHIL)를 건립하여 ’16년까지 총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중대형 상선을 

건조해 왔으나, 조선업 불황 탓에 수주절벽과 선가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19년  

1월 필리핀 현지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두 곳의 미국 자산관리 회사와 

각 두 곳의 일본, 중국, 미국 조선소들과 각 한 곳의 싱가포르, 네덜란드 조선

소를 포함한 총 10개의 업체와 필리핀의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CTSI)는 수빅 조선소를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포스코건설은 ’17년 11월 JG Summit Olefins Corp와 2억 달러 규모의 나프타 

분해설비 증설(연 32만 톤 → 47만 4,000톤) 및 열분해 가솔린 수소첨가설비  

신설공사를 따내고, ’20년 준공 예정

JB Clark Hills Corp(JB Cresta 51%, 포스코 25%, 세화건설 24%)은 ’07년  

클락개발공사(CDC)로부터 부지를 50년 리스하여 필리핀 클락자유경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 5개동 512가구의 ‘더 샵 클락힐즈’를 

건설 중

대우건설은 ’18년 1월 5일 필리핀 관개청(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이 발주한 1억 9,300만 달러 규모의 할루어강 다목적 공사2단계(3개의  

댐, 도수로, 관개시설) 단독 수주에 성공.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 지원을 위해 

2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을 필리핀 정부와 체결했으며, 

착공일로부터 46개월 후 완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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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Singapore’s economic growth slowed to 1.9% in the fourth quarter of 2018, concluding the year with 

an overall growth rate of 3.2% (Singapore’s Prime Minister).

 -  In the fourth quarter, Singapore’s exports to China sharply decreased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which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and industries. 

 -  Strong Sectors: Manufacturing industry (e.g., biomedical, electronics) played a leading role, resulting 

in 5.5% economic growth in the fourth quarter.

 - Weak Sectors: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   Singapore’s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slow down to 1.5%~3.5% in 2019. 

 -  It is projected that Singapore’s manufacturing industry may suffer a slowdown due to the 

aggravating external 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and China’s economic 

slowdown,etc.

 -  Strong Secto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education, health/social services, and 

construction.

 -  Weak Sectors: Singapore’s electronics and precision machinery industries, export-oriented sectors 

(wholesale trade,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financial/insurance services) are expected to 

undergo a recession due to the shrinking global markets for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equipment equipment.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5.6 5.6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82.9 82.8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309.75 323.90
GDP Per Capita USD 55,241 57,713
GDP Growth Rate % 2.4 3.6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0.0), 

manufacturing (25.4), 
services (74.7)

Agriculture (0.0),
manufacturing (24.8), 

services (75.2)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935.1 Trade 1,936.4

Exports
Imports

487.7
447.4

Exports
Imports

547.9
488.5

FDI Net Inflows Billion USD 77.46 62.01
Unemployment Rate % 2.1 2.2
Minimum Wage - 
Consumer Price Index % -0.5 0.6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SGD/USD 1,382 1,381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246.4 279.7
Foreign Debt Billion USD 1,880.8 1,933.3
Ease of Doing Business - 2nd/190th (Korea-5th) 2nd/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7th/176th (Korea-52nd) 6th/180th (Korea-51st)

Singapore

1. 경제동향 및 전망
● 싱가포르는 ’18년 4분기 1.9%로 둔화되면서 ’18년 3.2% 성장(싱가포르 총리)

 - 대외경제여건 악화(미·중 무역전쟁, 대중국 수출 감소 등)가 4분기부터 경제, 산업에 부정적 영향 

 - 호조 분야: 4분기 5.5% 성장 등 제조업(바이오메디컬, 전자)이 성장 주도

 - 부진 분야: 공공건설, 서비스

● ’19년에는 1.5%~3.5%로 둔화 전망

 -  대외경제 및 무역 여건 악화(미·중 무역전쟁, 중국경제둔화 등)로 인한 싱가포르 제조업 성장 둔화 

우려

 -  호조 분야: IT 및 디지털 솔루션 수요 확대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교육, 헬스/소셜 서비스, 건설

분야

 -  부진 분야: 세계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시장의 둔화에 따른 싱가포르 전자, 정밀기계 산업 타격, 대

외지향적 서비스 분야(도매무역, 운송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성장 둔화 예상

2. 주요경제, 무역, 투자 지표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5.6 5.6

평균수명 년 82.9 82.8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309.75 323.90

1인당 GDP US$ 55,241 57,713

GDP 성장률 % 2.4 3.6

GDP 구조 % 
농업(0.0), 제조업(25.4)

서비스업(74.7)
농업(0.0),제조업(24.8)

서비스업(75.2)

무역액
(상품+ 서비스)

십억 US$ 

무역 935.1 무역 1,936.4

수출 
수입 

487.7
447.4

수출 
수입 

547.9
488.5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77.46 62.01

실업률 % 2.1 2.2

최저임금 -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0.6

환율(연평균) SGD/USD 1,382 1,381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246.4 279.7

외채 십억 US$ 1,880.8 1,933.3

기업하기 좋은 환경 - 2위/190위 (한국-5위) 2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7위/176위 (한국-52위) 6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무역액,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싱가포르 정부(인구), 아시아개발은행(GDP 구조), 국제노동기구(실업률),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외
환 보유고), 싱가포르 중앙은행(환율, 외채), 싱가포르 통계청(소비자물가상승률), 세계은행(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싱가포르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Total Trade, FDI Net Inflows), Government of Singapore (Population),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Unemployment Rat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Foreign Exchange Reserve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Exchange Rate, Foreign Debt),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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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Singapore and Korea

A. Trade

•    Korea is Singapore's 7th largest exporter (4.5%) and the 6th largest importer (4.9%), whereas 

Singapore is Korea's 9th largest exporter (2.0%) and the 14th largest importer (1.7%). (Sources: 

Enterprise Singapor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   Trade Between Singapore and Korea

 -  Korea’s exports to Singapore reached their peak in 2012, amounting to 22.9 billion USD due to export 

volume in three areas—petroleum oil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8.1 billion USD),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4.8 billion USD) and ships (4.8 billion USD). However,export volume 

dramatically fell afterwards and then plunged by half to the amount of 11.6 billion USD in 2017.

 -  Korea’s main exports to Singapore include petroleum oil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ships, 

machine-tools, and machinery parts, whereas Korea’s imports from Singapore include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and intermediate materials for industrial use, such as semiconductor part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petroleum oils, and data processing machines.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Singapore 12,459(-17.0) 11,652(-6.5) 11,850(+1.7)
Imports from Singapore 6,806(-14.3) 8,905(+30.8) 7,978(-10.4)
Trade Balance 5,653 2,747 3,872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   Main Items Traded Between Singapore and Korea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635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792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91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593

Semiconductor 
parts

2,434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910

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3,25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2,894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2,523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837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2,031

Semiconductor 
parts

1,562

3

Cargo ships, 
cargo-

passenger 
ships

1,788

Cargo ships, 
cargo-

passenger 
ships

1,656

Cruise ships, 
excursion 

boats, 
ferry-boats

1,708

Semiconductor 
parts

810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882

Petroleum 
oil and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782

4

Machine-tools

174

Machine-tools

218

Semiconductor 
boules or 
wafers

235

Data processing 
machines

455

Data 
processing 
machines

483

Data 
processing 
machines

474

5

Machinery 
parts, 

accessories
110

Machinery 
parts, 

accessories
153

Engine parts

164

Chemical 
compounds

184

Miscellaneous 
measuring 

instruments
222

Chemical 
compounds

289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싱가포르 수출 12,459(-17.0) 11,652(-6.5) 11,850(+1.7)

대싱가포르 수입 6,806(-14.3) 8,905(+30.8) 7,978(-10.4)

무역수지 5,653 2,747 3,872

단위: US$ 백만, 성장률 (%) 

● 한-싱가포르 주요 무역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석유와 역청유

3,635
석유와 역청유

3,792
석유와 역청유

3,912
전자집적회로

1,593
반도체 부품

2,434
전자집적회로

1,910

2
전자직접회로

3,251
전자직접회로

2,894
전자집적회로

2,523
석유와 역청유

837
전자집적회로

2,031
반도체 부품

1,562

3

화물선,  화객선

1,788

화물선,  화객선

1,656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1,708

반도체 부품

810

석유와 역청유

882

석유와 역청유

782

4
가공기계

174

가공기계

218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235

자료처리기기

455

자료처리기기

483

자료처리기기

474

5
기계부품,
부속품

110

기계부품,
부속품

153

엔진 부분품

164

화학화합물

184

기타 측정기기

222

화학화합물

289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3. 한-싱가포르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출 7위(4.5%), 수입 6위(4.9%) 대상국,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 9위(2.0%),  

수입 14위(1.7%) 대상국 (출처: 싱가포르 기업청,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 한-싱가포르 무역동향

 -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은 ’12년 석유, 역청유(81억 달러), 전자집적회로(48억 달러), 선박(48억  

달러) 등 3인방의 수출에 힘입어 229억 달러로 정점을 보인 뒤 감소세를 보이면서 ’18년 절반수준인 

116억 달러로 추락

 -  수출은 석유, 전자집적회로, 선박, 가공기계, 기계부품 등, 수입은 반도체부품, 전자집적회로, 석유, 

자료처리기기 등 원부자재 및 산업용 중간재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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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11th largest investor in Singapore, whereas Singapore is the 9th largest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2.3%) for Korea. (Sources: ASEANsta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Singapore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0-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261 1,420 333 1,421 382 2,285 11,24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 - 2 0.5 2 10 20

Manufacturing 48 0.9 46 211 34 31 1,336

Wholesale and Retail 
Trade 51 442 51 145 64 173 3,179

Construction 6 133 11 3 8 22 310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15 92 15 73 10 2 839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9 49 50 48 88 92 561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26 9 35 35 61 57 174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Rental and Leasing 
Services

15 7 13 9 26 21 247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10 27 52 672 44 1,772 2,619

Real Estate 6 146 5 111 4 71 587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싱가포르의 11위 투자국, 싱가포르는 한국의 9위(2.3%) 투자대상국 (출처: 아세안통계국,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261 1,420 333 1,421 382 2,285 11,246

농업, 임업 및 어업 - - 2 0.5 2 10 20

제조업 48 0.9 46 211 34 31 1,336

도매 및 소매업 51 442 51 145 64 173 3,179

건설업 6 133 11 3 8 22 310

운수 및 창고업 15 92 15 73 10 2 839

정보통신업 29 49 50 48 88 92 5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 9 35 35 61 57 17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7 13 9 26 21 247

금융 및 보험업 10 27 52 672 44 1,772 2,619

부동산업 6 146 5 111 4 71 587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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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Ongoing 
Projects

In 1986, Ssangy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Ssangyong E&C) built one of 

the main buildings of the four towers of the ‘Raffles City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The 73-storey (226m) ‘Swissotel The Stamford Hotel’ was constructed 

on a 37,800m² site in the center of Singapore in 1986.

In June 2010, Ssangyong E&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one of the 

iconic landmarks in Singapore the Marina Bay Sands Hotel, a project of three 

55-storey buildings and 2,561 guest rooms.

From 2012 to October 2015, Ssangyong E&C carried out a 180 million 

USD worth project to construct a building for the Yale-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The construction was awarded a Grand Prize in the 

Institutional Buildings Category at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Awards 2018.

Ssangyong E&C, Samsung C&T, and GS E&C won the bid for a motorways 

construction project by th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of Singapore in 

2017 and 2018. The North-South Corridor project is a 21.5 km motorway that 

connects the Marina Bay in the south and the Woodlands area in the north. 

Among the 11 sections, the three Korean companies secured five sections (worth  

2.2 billion USD)—N102 and N111, N106 and N107, and N101 respectively. 

Ssangyong E&C (40%), Dawoo E&C (40%) and Singapore’s Koh Brothers (20%)

won a 770 million USD project from the Singaporean Ministry of Health through 

a joint venture in March 2018. The construction project is a future-oriented 

medical facility (a 76,600m² site with eight buildings that have four basement 

levels and seven floors above ground, as well as 1,800 sickbeds).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쌍용건설은 ’86년 싱가포르 중심가 3만 7,800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설되는 

Raffles City Complex의 4개 타워 중에서 메인 건축물인 73층(226m) 규모의 

‘스위스 호텔 더 스탬포드 호텔’ 건설

쌍용건설은 ’10년 6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건물이 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MBS, 55층 3개동 2,561객실)을 완공

쌍용건설은 ’12년 예일-싱가포르 국립대 건물 프로젝트를 1억 8,000만 달러에 

수주, ’15년 10월 준공. 이 건물은 싱가포르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이 수여하는 2018 BCA Awards에서 기관건설(Institutional 

Buildings)부문 시공 대상 수상

쌍용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은 ’17년, ’18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and 

Transport Authority)이 발주한 남북고속도로(North-South Corridor, 남쪽 

마리나베이~북쪽 우드랜드를 연결하는 21.5km) 11개 구간에서 N102, N111(쌍

용), N106, N107(삼성물산), N101(GS건설)등 5개 공구(약 22억 달러)를 수주

쌍용건설(40%)과 대우건설(40%)은 ’18년 3월 싱가포르의 Koh Brothers 

(20%)와 합작투자를 통해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발주한 7억 7,000만 달러 규모

(7만 6,6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8개동 1800병상)의 미래형 병

원 공사를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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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Thailand recorded an economic growth rate of 4.1% in 2018, achieving a new record in 6 years.

 -  Following the 4.8% increas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growth rate has rebounded from 3.2% in 

the 3rd quarter to 3.7% in the 4th quarter, thanks to the revitalized domestic market and increased 

number of foreign tourists.

•    Promoting 12 targeted industries

 -  Thailand seeks to attract new investment worth THB 500 billion (approx. 15.6 billion USD) over 

five years between 2018 and 2022 by drawing anchor investors into the 12 core industrial sectors: 

new generation vehicles (electric vehicles), smart electronics, medical tourism,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food, industrial robots, logistics and aviation, biofuels and biochemicals, digital, 

medical services, national defense, and education.

• Developing polici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ve growth through Thailand 4.0

 -  Thailand is pursuing strategic initiatives for development of large-scale scientific infrastructure, 

big data and intelligence systems, S-curve techs, smart farms, regional science park hubs, Startup 

Nation roadmaps, and the East Economic Corridor.

•   Thailand forecasts lower economic growth compared to 2018, which is to be around 3.7%-4.2% in 

2019.

 - Moody’s (3.7%), Bank of Thailand (4.0%), Siam Commercial Bank (4.2%).

 -  Main factors of Thailand’s economic downturn include decreases in exports (4.5%) from US-China 

trade dispute variables from general election, and a drop in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Thailand

1. 경제동향 및 전망
●  태국은 ’18년 4.1%의 경제성장률로 최근 6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상반기 4.8%의 증가에 이어 내수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3분기 3.2%에서 4분기 3.7%로 

반등

●  12개 목표산업(Targeted Industries) 집중 육성

 -  신세대 자동차(전기차), 스마트 일렉트로닉스, 의료관광, 농업 및 바이오테크, 식품, 산업용 로봇,  

물류 및 항공,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케미컬, 디지털, 의료서비스, 국방, 교육 등 12개 핵심산업분야 

앵커투자자 유치를 통해 ’18~’22년 5년간 5,000억 바트(155억 달러) 신규투자 유치

●  Thailand 4.0을 통해 디지털 변혁 및 혁신성장 주도

 -  대형 과학인프라, 빅데이터 및 인텔리전스시스템, S-커브 테크, 스마트 농부, 지역사이언스파크허브, 

Startup Nation 로드맵, 동부경제회랑(EEC) 집중 개발

●  ’19년에는 ’18년보다 둔화된 3.7%~4.2%성장 전망

 -  무디스(3.7%), 태국중앙은행(4.0%), 시암상업은행(4.2%), 세계은행(3.8%)

 -  미·중 무역전쟁 지속 가능성에 따른 수출둔화(4.5%), 총선변수, 중국 관광객 감소 우려 등이 부진요인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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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67.46 67.70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74.3 75.3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411.83 455.37

GDP Per Capita USD 5,970 6,590

GDP Growth Rate % 3.3 4.0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8.5)

manufacturing (35.7)
services (55.8)

Agriculture (8.7)
manufacturing (35.1)

services (56.3)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410 Trade 458

Exports
Imports

215
194

Exports
Imports

237
222

FDI Net Inflows Billion USD 24 18

Unemployment Rate % 1.0 1.2

Minimum Wage THB/Day 300 310

Consumer Price Index % 0.2 0.7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THB/USD 35.3 33.9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164.1 194.0

Foreign Debt Billion USD 132.1 155.2

Ease of Doing Business - 46th/190th (Korea-5th) 26th/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01st/176th (Korea-52nd) 96th/180th (Korea-51st)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Central Bank of Thailand (Consumer Price Index, Exchange Rate, Foreign Debt),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FDI Net Inflows), Government of Thailand (Popul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Unemployment R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Thailand Ministry of Commerce (Total Trade), Thailand Ministry of Labor (Minimum Wage), World Bank (Exchange Rate, Ease of Doing Business),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2. 주요경제, 무역, 투자 지표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67.46 67.70

평균수명 년 74.3 75.3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411.83 455.37

1인당 GDP US$ 5,970 6,590

GDP 성장률 % 3.3 4.0

GDP 구조 % 농업(8.5), 제조업(35.7)
서비스업(55.8)

농업(8.7), 제조업(35.1)
서비스업(56.3)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410 무역 458

수출
수입

215
194

수출
수입

237
222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24 18

실업률 % 1.0 1.2

최저임금 THB/1일 300 310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0.7

환율(연평균) THB/USD 35.3 33.9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164.1 194.0

외채 십억 US$ 132.1 155.2

기업하기 좋은 환경 - 46위/190위 (한국-5위) 26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101위/176위 (한국-52위) 96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아시아개발은행(GDP 구조), 태국 중앙은행(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외채), 태국투자청(해외직접투자 유치액), 태국투자청(해외직접투자),  
태국정부(인구), 국제통화기금(GDP, 1인당 GDP, 실업률, 외환 보유고), 태국 상무부(무역액), 태국 노동부(최저임금), 세계은행(환율,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제투명성기구(부패
인식지수)

3.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ailand and Korea

A. Trade

•    Korea is Thailand's 15th largest export partner (1.97%) and the 6th largest import partner (3.6%), 

whereas Thailand is Korea's 15th largest export partner (1.3%) and the 22nd largest import partner 

(0.01%). (Sources: Thailand Ministry of Comme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3. 한-태국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태국의 수출 15위(1.97%), 수입 6위(3.6%) 대상국, 태국은 한국의 수출 15위(1.3%), 수입 22위

(0.01%) 대상국 (출처: 태국상무부,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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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Thailand 6,482(+1.9) 7,467(+15.2) 8,507(+13.9)

Imports from Thailand 4,563(-6.0) 5,205(+14.1) 5,581(+7.2)

Trade Balance 1,919 2,262 2,926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   Main Items Traded Between Thailand and Korea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433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516

Ships

467

Petroleum 
gas, gaseous 
hydrocarbons

1,42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39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374

2

Natural rubber

259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33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459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108

Telephone sets

391

Cane sugar, 
sugars

222

3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240

Factice 
products

242

Petroleum 
oil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68

Petroleum 
products

828

Natural rubber

230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201

4

Electric 
sound/ visual 

signaling 
apparatuses

128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235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335

Diode 
semiconductor 

devices

287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228

Particle board, 
strand board

182

5

Telephone sets

162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331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332

Computer 
peripherals

248

Particle board, 
strand board

183

Natural rubber

174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   Trade Between Thailand and Korea

 -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Thailand recorded the highest amount at 13.87 billion USD in 

2011 after the agreement of the ASEAN-Korea FTA in January 2010. Since then, the trade volume 

continued to decrease until 2015 due to unforeseen natural calamities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national politics. However, in 2017, export and import volume started to increase up to 15.2% and 

14.1% respectively. 

 -  Korea’s main export items to Thailand include iron and steel, semiconductors, synthetic resins, 

petroleum products, and copper products, whereas Korea’s import items from Thailand include 

semiconductors, computers, forest products,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for households, wood, and 

aluminums.

●  한-태국 무역 동향 

 -  한-태국 교역은 ’10년 1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11년 138.7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후, 대홍수, 정정불안 등의 악재로 ’15년까지 감소하다 ’17년 수출 15.2%, 수입 14.1% 수치를 보이며  

증가세 유지 

 -  수출은 철강,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동 제품 등,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임산물, 가정용 회전 

기기, 목재류, 알루미늄 등이 주류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태국 수출 6,482(+1.9) 7,467(+15.2) 8,507(+13.9)

대태국 수입 4,563(-6.0) 5,205(+14.1) 5,581(+7.2)

무역수지 1,919 2,262 2,926

단위: US$ 백만, 성장률 (%)

● 한-태국 주요 무역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전자집적회로

433

전자집적회로

516

선박

467

석유가스,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1,422

전자집적회로

391

전자집적회로

374

2
천연고무

259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331

전자집적회로

459

전자집적회로

1,108

전화기

391

사탕수수당,
당류
222

3
자동 자료
처리 기계

240

팩티스 제품

242

석유와 역청유

368

석유제품

828

천연고무

230

자동 자료 
처리기계

201

4

음향/
시각신호용 

기기
128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

제품
235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

제품
335

다이오드
반도체장치

287

자동 자료 
처리기계

228

파티클보드,
스트랜드보드

182

5
전화기

162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331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332

컴퓨터 
주변기기

248

파티클보드,
스트랜드보드

183

천연고무

174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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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11th largest investor (2.3%) in Thailand, whereas Thailand is the 36th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for Korea. (Sources: ASEANsta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 in Thailand by industrial sector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5-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182 109 217 107 132 65 2,601

Manufacturing 71 56 99 37 54 25 1,621

Wholesale and Retail 
Trade 42 17 49 20 30 15 18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3 0.93 17 3.7 13 1 19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3 0.09 8 0.3 9 3 43

Accommodations 
and Food Services 11 3.8 7 4.4 1 0 31

Arts, Sports and 
Recreation Services 5 1.3 7 3 - - 2

Construction 16 10 6 4.7 11 13 228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 - 6 32 - - 86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 - 5 0.3 - - 13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Rental and Leasing 
Services

4 11 4 0.1 1 1 29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11 4 3 0.4 11 4 17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태국의 11위(2.3%) 투자국, 태국은 한국의 36위 투자대상국 (출처: 아세안통계국, 한국수출입

은행,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태국 해외직접투자 동향 (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182 109 217 107 132 65 2,601

제조업 71 56 99 37 54 25 1,621

도매 및 소매업 42 17 49 20 30 15 182

정보통신업 13 0.93 17 3.7 13 1 19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0.09 8 0.3 9 3 43

숙박 및 음식점업 11 3.8 7 4.4 1 0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1.3 7 3 - - 2

건설업 16 10 6 4.7 11 13 228

금융 및 보험업 - - 6 32 - - 8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5 0.3 - -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
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11 4 0.1 1 1 29

운수 및 창고업 11 4 3 0.4 11 4 17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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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Ongoing 
Projects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GS E&C) and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SK E&C) completed the second Benzene/Paraxylene Plant construction project 

worth 660 million USD, which was awarded by Thailand’s Aromatics Plc in 

2008. In addition, the two companies earlier completed the IRPC UHV Oil 

Refinery Plant construction project in January 2017. The project was worth  

1 billion USD and was awarded by IRPC, which is an affiliate of Thailand's 

state-owned oil and gas company, PTT Plc.

SK E&C won a contract to build a polyol plant with a total construction cost 

of 210 million USD in the Hemaraj Industrial Complex (with an annual polyol 

production capacity of 130,000 tons) in August 2017.

Hyundai Engineering won a contract worth about 290 billion KRW for a refinery 

renovation project from a Thai energy company, Bangkok Corporation Public 

Company Limited (BCP) in April 2018. This project aims to build continuous 

catalyst regeneration reformers and replace old hydrocracking units in Bangchak 

Refinery Plant located in the Phra Khanong district.

A consortium composed of Samsung Engineering Thailand, Petrofac Singapore, 

Saipem Singapore, and PSS Netherlands won a 4 billion USD modernization 

project of a Thai refinery plant in October 2018. This project is the largest in 

the history of construction of refinery plants in Thailand. Samsung Engineering’

s share for this project is around 1.1 billion USD. Upon completion in 2022, the 

project will increase the crude oil production capacity of the plant from  275,000 

barrels → 400,000 barrels per day.

●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GS건설과 SK건설은 ’08년 태국Aromatics Plc가 발주한 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2차 벤젠과 피록실린(Benzene/Paraxylene) 플랜트 공사를 완공하고,  

아울러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 Plc 산하 IRPC가 발주한 10억 달러 규모의 

IRPC UHV정유공장 플랜트 프로젝트를 ’17년 1월 준공

SK건설은 ’17년 8월 헤라마즈 산업단지 내에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폴리올  

플랜트(연 13만 톤) 공사를 수주

현대 엔지니어링은 ’18년 4월 태국 에너지기업 BCP(Bangkok Corporation 

Public Company Limited)로부터 방콕 프라카농에 위치한 방착 정유공장에 

촉매재생 및 개질 휘발류 생산시설을 새로 짓고 노후 수첨분해시설을 교체하는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약 2,900억 원에 수주

’18년 10월, 삼성엔지니어링 태국법인/페트로팩 싱가포르/사이펨 싱가포르/

PSS 네덜란드 컨소시엄이 40억 달러 규모의 태국 정유 플랜트 현대화 프로젝

트를 수주. 이는 태국 정유플랜트 역사상 최대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약 11억 달러이며 ’22년 완공되면 하루 원유 처리량이 27만 5,000배럴 → 40만 

배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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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Outlook

•    Viet Nam’s economy grew by 7.1% in 2018, higher than its growth target of 6.7% for the year.

 -  This was the highest economic growth achieved by Viet Nam in the past 11 years driven not only by 

a boom in domestic demand but also by an upsurge in exports (14%), manufacturing (13%), services 

(7%)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9%).

 -  The number of startup enterprises in Viet Nam reached 131,275 in 2018, a further increase of 5,000 

from the previous year’s record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startup business environment.

  * 27,353 cumulative FDI projects worth 340 billion USD from 130 countries by the end of 2018 → 70% of its 

exports and the creation of 8.5 million jobs.

 -  In contrast, the mining sector recorded a negative growth rate of -3% as a resul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thus showing a continuous decline in Viet Nam’s dependence on natural resources and 

minerals.

 -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making the most out of the ongoing US-China trade war to establish 

its image as a manufacturing and export hub.

•    Viet Nam’s economy is forecasted to grow by 6.9%-7% in 2019.

 -  Viet Nam plans to accelerate it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and succeed in its 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s of 2016-2020.

  * These plans include completing the liberalization of the WTO and ASEAN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PTPP and the Viet Nam–EU Free Trade Agreement.

 -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o Viet Nam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Viet Nam’s services 

sector is growing due to increased consumption by the expanding middle class), and brisk exports 

(manufacturing, processing).

Viet Nam

1. 경제동향 및 전망
●  베트남 경제는 ’18년 목표치 6.7% 보다 높은 7.1% 성장

 -  지난 11년 만에 최고치로 내수 호조, 수출(14%), 제조업(13%), 서비스(7.0%) 및 외국인투자(9.0%) 

증가가 성장 견인

 -  창업 활성화로 ’18년 중 신규창업 기업수는 전년 대비 5천 개가 늘어난 131,275개

  * 해외직접투자는 ’18년 말 누적기준 130개 국 27,353건 3,400억 달러(등록기준) → 수출의 70%, 8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반면, 산업구조조정으로 광업은 -3% 감소하여 천연자원 및 광물의존도 지속 하락

 -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을 십분 활용, 제조 및 수출 기지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로 확산

●  ’19년에는 6.9%~7.0% 성장 전망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성공의 핵심연도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및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자유화 완료, CPTPP, 베트남/유럽연합 자유

무역협정 발효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베트남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내수확대(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서비스분야 호조), 수출호조(제조, 

가공업)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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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nit 2016 2017

Population Millions of people 92.6 93.67

Average Life Expectancy Year 73.4 76.3

Gross Domestic Product 
(GDP)

Billion USD 201.3 220.3

GDP Per Capita USD 2,172 2,353

GDP Growth Rate % 6.2 6.8

GDP Composition %
Agriculture (18.1), 

manufacturing (36.4), 
services (45.5)

Agriculture (17), 
manufacturing (37.1),

services (45.8)

Total Trade Volume Billion USD

Trade 379.74 Trade 454.58

Exports
Imports

188.80
190.94

Exports
Imports

226.95
227.63

FDI Net Inflows Billion USD 15.8 17.5

Unemployment Rate % 2.1 1.6

Minimum Wage VND/hours 12,029.5 VND 12,888.7 VND

Consumer Price Index % 2.7 3.5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VND/USD 21,931.8 22,369.7

Foreign Exchange Reserves Billion USD 36.5 49.1

Foreign Debt Billion USD 84.34 92.79

Ease of Doing Business - 68th/190th (Korea-5th) 69th/190th (Korea-4t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13rd/176th (Korea-52nd) 107th/180th (Korea-51st)

Sources: ASEANstats (Average Life Expectancy, Total Trade), Asian Development Bank (GDP Composition), Government of Viet Nam (Population, Consumer Price Index),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GDP Per Capita, Foreign Exchange Reserve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Minimum Wage, Unemployment Rat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Viet 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FDI Net Inflows), World Bank (Exchange Rate, Ease of Doing Business)

2. Main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2. 주요경제, 무역, 투자 지표

구분 단위 2016 2017

인구 백만 명 92.6 93.67

평균수명 년 73.4 76.3

국내총생산(GDP) 십억 US$ 201.3 220.3

1인당 GDP US$ 2,172 2,353

GDP 성장률 % 6.2 6.8

GDP 구조 % 농업(18.1), 제조업(36.4), 
서비스업(45.5)

농업(17), 제조업(37.1),
서비스업(45.8)

무역액
(상품+서비스)

십억 US$

무역 379.74 무역 454.58

수출
수입

188.80
190.94

수출
수입

226.95
227.63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십억 US$ 15.8 17.5

실업률 % 2.1 1.6

최저임금 VND/1시간 12,029.5 VND 12,888.7 VND

소비자물가상승률 % 2.7 3.5

환율(연평균) VND/USD 21,931.8 22,369.7

외환 보유고(연 말) 십억 US$ 36.5 49.1

외채 십억 US$ 84.34 92.79

기업하기 좋은 환경 - 68위/190위 (한국-5위) 69위/190위 (한국-4위)

부패인식지수 - 113위/176위 (한국-52위) 107위/180위 (한국-51위)

출처: 아세안통계국(평균 기대 수명, 무역액), 아시아개발은행 (GDP 구조), 베트남 정부(인구, 소비자물가상승률), 국제통화기금 (GDP, 1인당  GDP, 외환 보유고), 국제노동기구(최
저임금, 실업률),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베트남 중앙은행(환율, 외채), 베트남 통계청(해외직접투자 유치액), 세계은행(환율, 기업하기 좋은 환경)

3. Trends in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Viet Nam and Korea

A. Trade

•    Korea is Viet Nam's 4th largest export partner (6.8%) and the 2nd largest import partner (25.8%), 

whereas Viet Nam is Korea's 3rd largest export partner (8.3%) and the 8th largest import partner (3.1%). 

(Sources: Viet 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s of 2017)

3. 한-베트남 무역, 투자 동향
가. 무역

●  한국은 베트남의 수출 4위(6.8%), 수입 2위(25.8%) 대상국,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 3위(8.3%), 수입  

8위(3.1%) 대상국 (출처: 베트남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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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ssification 2016 2017 2018

Exports to Viet Nam 32,630(+17.5) 47,754(+46.3) 48,629(+1.8)

Imports from Viet Nam 12,495(+27.4) 16,177(+29.5) 19,632(+21.4)

Trade Balance 20,135 31,577 28,997

Unit: Million USD, Growth Rate (%)

•   Main Items Traded Between Viet Nam and Korea

Ranking Export Items Import Items

Year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Telephone 
sets

4,248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8,646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10,045

Telephone 
sets

2,524

Telephone 
sets

3,834

Telephone 
sets

4,449

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4,074

Primary cells 
and batteries, 

parts of electric 
accumulators

4,664

Primary cells 
and batteries, 

parts of electric 
accumulators

4,199

Transmission 
apparatuses 

for radio-
broadcasting/ 

television
584

Men's clothing

471

Parts of 
electronic 
equipment

757

3

Electric 
sound/ visual 

signaling 
apparatuses

1,983

Liquid crystal 
devices

2,437

Telephone sets

3,230

Men's 
clothing

401

Monitors, 
projectors

400

Liquid crystal 
devices

601

4

Printed 
circuits

1,282

Telephone sets

2,172

Liquid crystal 
devices

2,405

Parts and 
accessories 

of office 
supplies

368

Printed 
circuits

386

Men's clothing

594

5

Parts of 
electronic 
equipment

1,195

Printed circuits

2,099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1,956

Women's 
clothing

319,563

Parts of 
electronic 
equipment

381

Women's 
clothing

525

Unit: Million USD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S code CTH)

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16 2017 2018

대베트남 수출 32,630(+17.5) 47,754(+46.3) 48,629(+1.8)

대베트남 수입 12,495(+27.4) 16,177(+29.5) 19,632(+21.4)

무역수지 20,135 31,577 28,997

단위: US$ 백만, 성장률 (%)

● 한-베트남 주요 무역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년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
전화기
4,248

전자집적회로
8,646

전자직접회로
10,045

전화기
2,524

전화기
3,834

전화기
4,449

2

전자집적
회로

4,074

일차전지,
축전지의 
부분품
4,664

일차전지,
축전지의 
부분품
4,199

라디오/
텔레비전 
송신기기

584

남성용 의류

471

전자기기
부분품

757

3

음향/시각
신호용 

전자기기
1,983

액정 디바이스

2,437

전화기

3,230

남성용 의류

401

모니터,
프로젝터

400

액정 디바이스

601

4

인쇄회로

1,282

전화기

2,172

액정 디바이스

2,405

사무용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368

인쇄회로

386

남성용 의류

594

5
전자기기 
부분품
1,195

인쇄회로

2,099

석유, 역청유

1,956

여성용 의류

319,563

전자기기 
부분품

381

여성용 의류

525

단위: US$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HS code 4단위 기준) 

•   Trade Between Viet Nam and Korea

 -  The trade volume between Viet Nam and Korea has grown roughly 120 tim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25 years ago.

 -  Korea’s main exports to Viet Nam include raw subsidiary materials and intermediate materials 

for use in Korean-invested local factories, such a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primary cells and 

batteries, parts of electric accumulators, liquid crystal devices, and printed circuits; whereas Korea’

s main imports from Viet Nam include products produced by local factories in Viet Nam, such as 

mobile phones, clothing, and monitors.

●  한-베트남 무역 동향 

 - ’92년 한-베트남 국교 수립 이래 지난 25년간 교역규모는 약 120배 성장

 -  수출은 전자집적회로, 일차전지, 축전지 부품, 액정 디바이스, 인쇄회로 등 한국의 현지투자공장용 

원부자재 및 중간재 등, 수입은 휴대폰, 의류, 모니터 등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역수입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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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Korea is the 2nd largest investor (20.3%) in Viet Nam, whereas Viet Nam is the 6th destination of 

overseas investment (4.4%) for Korea. (Sources: Viet Nam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of 2017)

●  Korea’s FDI trends in Viet Nam by industrial sectors (only the top 10 rankings are listed).

Year 2016 2017
2018

(~end of 
September)

Accumulated FDI 
Amount

(1980-Sep. 2018)

Classification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Number 
of FDI 

Projects

FDI 
Amount Total FDI Amount

Total 2,200 3,066 2,362 2,364 1,982 2,814 19,819

Manufacturing 1,543 2,123 1,548 1,506 1,296 1,688 12,227

Wholesale and Retail 
Trade 244 92 298 128 272 208 905

Construction 116 32 116 53 83 40 55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50 46 74 44 54 13 137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46 13 55 12 26 15 81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45 5 76 22 55 16 66

Real Estate 32 153 34 90 47 344 1,442

Education 27 3 42 8 28 5 20

Accommodations and 
Food Services 22 301 46 60 46 78 505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Rental and Leasing 
Services

29 7 27 5 22 4 68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0 6 9 1 10 23 46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7 250 10 257 9 318 1,070

Unit: Per Project, Million USD

Sour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나. 해외직접투자
●  한국은 베트남의 2위(20.3%) 투자국, 베트남은 한국의 6위(4.4%) 투자대상국 (출처: 베트남 투자청, 

한국무역협회, ’17년 기준)

●  한국의 산업 분야별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동향(상위 10위까지만 기재)

 

년도 2016 2017 2018(~9월 말) 
누적 투자금액 
(1980-2018. 9월) 

구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투자금액 

총합 2,200 3,066 2,362 2,364 1,982 2,814 19,819

제조업 1,543 2,123 1,548 1,506 1,296 1,688 12,227

도매 및 소매업 244 92 298 128 272 208 905

건설업 116 32 116 53 83 40 554

정보통신업 50 46 74 44 54 13 137

운수 및 창고업 46 13 55 12 26 15 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 5 76 22 55 16 66

부동산업 32 153 34 90 47 344 1,442

교육 서비스업 27 3 42 8 28 5 20

숙박 및 음식점업 22 301 46 60 46 78 5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
원 및 임대 서비스업

29 7 27 5 22 4 68

농업, 임업 및 어업 10 6 9 1 10 23 46

금융 및 보험업 7 250 10 257 9 318 1,070

단위: 건, US$ 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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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양국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사례

완료 
프로젝트

삼성전자, ’05년 호찌민에 TV공장 설립 이후, ’09년 하노이 인근 옌폰공단에  

연 1억 2천만 대 규모 휴대전화 생산공장(1공장), ’14년에 하노이 타이응우옌

성옌빈공단에 연 1억 2천만 대 규모 휴대전화 공장(2공장), 그리고 옌빈공단에  

휴대폰 제3공장(최대 연 1억 2천만 대) 추가 건설 예정. ’06년에 20억 달러를 

투자, 호찌민 사이공 하이테티크 파크에 TV중심의 소비자가전 복합단지(70만 

제곱미터) 완공.

삼성전기는 ’05년 하노이 타이응우옌성 옌빈공단에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및 

회로기판 생산공장(31만 제곱미터) 가동

삼성디스플레이는 ’15년 하노이 인근 옌퐁공단에 유기발광다이오드와 액정 

표시장치 패널 모듈공장 가동

LG전자는 ’95년 흥이옌에 공장을 설립한 후 ’15년 3월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TV, 휴대폰,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준공

LG디스플레이는 ’17년 9월 하이퐁 짱쥐에공단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후공정(모듈화) 공장 가동

LG이노텍은 ’17년 연 10만 개 규모의 후면 카메라 모듈 생산공장 준공

롯데건설은 ’14년 9월 ‘롯데센터 하노이(연면적 25만 3,000제곱미터, 지하  

5층, 지상 65층, 높이 272m)’ 완공.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오피스, 레지던스, 

호텔, 전망대 등이 입주

●  Recent Projects of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Completed 
Projects

After setting up a television manufacturing factory in Ho Chi Minh City in 2005, 

Samsung Electronics built mobile phone production factories with annual 

production capacities of 120 million units each in Yen Phong Industrial Zone near 

Hanoi and Yen Binh Industrial Zone in Thai Nguyen Province in 2009 and 2014 

respectively. Samsung Electronics will also construct a third mobile phone factory 

(with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up to 120 million units) in the Yen Binh 

Industrial Zone. In 2016, Samsung Electronic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700,000m² consumer electronics complex focused on producing TV sets in Saigon 

High-Tech Park, Ho Chi Minh City by investing 2 billion USD.

In 2005, Samsung Electro-Mechanics began the operation of a 310,000m² 

smartphone camera module and circuit board factory in Yen Binh Industrial 

Zone in Thai Nguyen Province near Hanoi. 

Samsung Display began operating an organic light-emitting diode and liquid 

crystal display panel module factory in Yen Phong Industrial Zone near Hanoi in 

2015.

After setting up a factory in Hung Yen in 1995, LG Electronic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LG Electronics Viet Nam Haiphong Campus (manufacturing 

TVs, mobile phones, washing machines, vacuum cleaners, air conditioners, 

infotainment parts for vehicles)’ in March 2015.

LG Display began the operation of an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post-

process (module) factory in Trang Due Industrial Park, Hai Phong in September 

2017.

LG Innotek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rear-side camera module factory 

with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100,000 units in 2017.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Lotte E&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Lotte Center Hanoi (with a total floor area of over 253,000m², five basement 

levels, 65 floors above ground, and a height of 272m) in September 2014. The 

building includes a Lotte Mart, Lotte Department Store, offices, residences, a 

hotel, and an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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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Projects

As a part of the Long Son Petrochemical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currently 

underway in Vung Tau City in southern Viet Nam, Samsung Engineering won 

a 620 billion KRW construction project in June 2018 to build plants capable of 

producing 450,000 tons of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and 400,000 tons of 

polypropylene (PP) per year. The company plans to complete the project in 2022.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POSCO E&C) signed a contract with Viet 

Nam Long Son Petrochemical (LSP), an incorporated Vietnamese corporation 

of Thai business operations company, Siam Cement Group, to construct a 

petrochemical complex (petrochemical storage tanks, a quay for loading and 

unloading, and marine facilities) worth 750 billion KRW in January 2018. It had 

aimed to complete the project in 2022. With a plan to complete the project in 

September 2020, POSCO E&C also signed a further 81.2 billion KRW contract 

with LSP in August 2018 to build a site (231,000 square meters) for Viet Nam 

Long Son Petrochemical Complex.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awoo E&C) has been constructing 

‘Starlake City’, a new ultra-large city, in the West Lake area of Hanoi, Viet 

Nam since 2012. The city’s total area amounts to 1.86 million m², and the 

total project expense costs 2.2 billion USD (100%from Dawoo E&C). When 

completed, the site will transform into a city with residential, business and 

commercial complexes.

Lotte Asset Development is constructing an Eco-Smart City in the Thu Thiem 

New Urban Area, Ho Chi Minh City. It has invested 1.2 trillion KRW as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and is planning to develop the city until 2024, as a 

large-scale complex consisting of super high-rise business facilities, shopping 

centers, hotels, and apartment buildings.

삼성엔지니어링은 ’18년 6월 남부 붕따우시에 조성되는 롱손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연 45만 톤의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40만 톤의 폴리

프로필렌(PP) 생산공장건설 프로젝트를 6,200억 원에 수주, ’22년 완공 계획

포스코건설은 ’18년 1월 태국 시암시멘트 그룹의 베트남 법인인 베트남 롱손석

유화학(LSP)과 7,5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최초 석유화학단지 조성공사(석유화

학제품 저장탱크, 입출하 부두 및 해양시설)를 수주(’22년 완공 목표)한데 이어,  

’18년 8월 역시 롱손석유화학과 812억 원 규모의 베트남 롱손석유화학단지  

부지(231만 제곱미터)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20년 9월 완공 계획)

대우건설은 ’12년부터 베트남 하노이 서호 지역에 초대형 신도시인 ‘스타레이

크시티’ 건설 중. 186만 제곱미터 규모에 총 사업비 22억 달러(대우건설 지분 

100%)가 투입되며, 완료 시 주거, 업무, 상업 행정 복합도시로 변모

롯데자산개발은 호찌민시 투티엠 신도심 지구 내에 에코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1단계로 1조 2,000억 원을 투입, 초고층 업무시설, 쇼핑몰, 호텔,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24년까지 개발할 계획

진행 중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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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및 아세안 관광산업 추이

출처: 세계관광기구 (2019)

아세안의 
관광산업

숫자로 읽는 아세안 관광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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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명

관광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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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in World and ASEAN Tourism Industry

Source: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9)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Unit: Millions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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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국가별 출입국 현황 (2016-2018)

출처: 각 국 관광부 및 통계 담당국

단위: 천 명

    총 해외 방문객 수        총 한국인 방문객 수        총 해당국 한국 방문객 수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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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and Departures (2016-2018)

Source: Ministry of Tourism and Statistics Office in ASEAN Member States

Unit: Thousands of People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Number of Korean Tourist Arrivals        Number of Tourists to Korea 

Brunei 
Darussalam Cambodia

Malaysia Myanmar

Indonesia Lao PD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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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Brunei Darussalam Ministry of Primary Resources and Tourism (2019)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 - -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218 219 259 270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0.15 0.14 0.18 0.07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8.5 8.6 9 8.8

Billion USD 1.1 1.2 1.2 1.4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9.1 9 9.3 9.1

Thousands of Jobs 18 18 19 19

Tourism in Brunei Darussalam at a Glance 

Brunei Darussalam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19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59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70

 1 Malaysia 54 Malaysia 60 China 61

 2 China 41 China 52 Malaysia 54

 3 Indonesia 21 Philippines 23 Indonesia 25

 4 Philippines 17 Indonesia 22 Philippines 20

 5 Singapore 14 Singapore 15 Singapore 13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 9%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 9.3%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0.26 Millions of 
People

Source: Brunei Darussalam Ministry of Primary Resources and Tourism (2019)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브루나이 자원관광부(2019)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추정치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 - -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218 219 259 270

관광 수입 십억 달러 0.15 0.14 0.18 0.07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8.5 8.6 9 8.8

십억 달러 1.1 1.2 1.2 1.4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9.1 9 9.3 9.1

천 개 18 18 19 19

숫자로 읽는 브루나이 관광 시장

브루나이

관광의 GDP 기여율

약 9%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 9.3%

해외 방문객

26만 명

국가별 방문객 브루나이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219 전체 입국자 수 259 전체 입국자 수 270

 1 말레이시아 54 말레이시아 60 중국 61

 2 중국 41 중국 52 말레이시아 54

 3 인도네시아 21 필리핀 23 인도네시아 25

 4 필리핀 17 인도네시아 22 필리핀 20

 5 싱가포르 14 싱가포르 15 싱가포르 13

출처: 브루나이 자원관광부 (2019)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캄보디아 관광부 (2019)

숫자로 읽는 캄보디아 관광 시장

캄보디아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1,194  1,434  1,752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4,775  5,012  5,602 6,200

관광 수입 십억 달러 3.42 3.52 4.02 4.38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32.9 31.8 32.4 31.6

십억 달러 5.9 6.4 7.2 7.7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29.6 29.2 30.4 30.5

천 개 2,472 2,481 2,664 2,729

국가별 방문객 캄보디아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5,012 전체 입국자 수 5,602 전체 입국자 수 6,200

 1 베트남 960 중국 1,211 - -

 2 중국 830 베트남 835 - -

 3 태국 398 라오스 502 - -

 4 라오스 369 태국 395 - -

 5 한국 357  한국 345 - -

출처: 캄보디아 관광부 (2019)

(2017년 기준)

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Cambodia Ministry of Tourism (2019) 

Tourism in Cambodia at a Glance 

CamBoDia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Cambodia Ministry of Touris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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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GDP 기여율

약 32.4%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 30.4%

해외 방문객

560만 명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1,194  1,434  1,752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4,775  5,012  5,602 6,200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3.42 3.52 4.02 4.38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32.9 31.8 32.4 31.6

Billion USD 5.9 6.4 7.2 7.7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29.6 29.2 30.4 30.5

Thousands of Jobs 2,472 2,481 2,664 2,729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5,012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5,602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6,200

 1 Viet Nam 960 China 1,211 - -

 2 China 830 Viet Nam 835 - -

 3 Thailand 398 Lao PDR 502 - -

 4 Lao PDR 369 Thailand 395 - -

 5 Korea 357  Korea 345 - -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 32.4%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 30.4%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5.6 Millions of 
People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Indonesi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국가별 방문객 인도네시아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11,519 전체 입국자 수 14,040 전체 입국자 수 15,806

 1 중국 1,557 말레이시아 2,122 말레이시아 2,502

 2 말레이시아 1,541 중국 2,093 중국 2,137

 3 싱가포르 1,516 싱가포르 1,554 싱가포르 1,769

 4 호주 1,302 호주 1,257 동티모르 1,762

 5 일본 545 동티모르 960 호주 1,301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9)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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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Indonesi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Tourism in Indonesia at a Glance 

inDonesia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8,176  8,340  8,856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10,407  11,519  14,040 15,806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12.05 12.57 14.12 16.72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5.8 5.7 5.8 5.8

Billion USD 50.2 53.4 58.9 63.9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9.7 9.8 10 10

Thousands of Jobs 11,400 11,800 12,242 12,487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1,519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4,040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5,806

 1 China 1,557 Malaysia 2,122 Malaysia 2,502

 2 Malaysia 1,541 China 2,093 China 2,137

 3 Singapore 1,516 Singapore 1,554 Singapore 1,769

 4 Australia 1,302 Australia 1,257 Timor-Leste 1,762

 5 Japan 545 Timor-Leste 960 Australia 1,301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  5.8%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 10%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4.04 Millions of 
People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9)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8,176  8,340  8,856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10,407  11,519  14,040 15,806

관광 수입 십억 달러 12.05 12.57 14.12 16.72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5.8 5.7 5.8 5.8

십억 달러 50.2 53.4 58.9 63.9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9.7 9.8 10 10

천 개 11,400 11,800 12,242 12,487

숫자로 읽는 인도네시아 관광 시장

인도네시아

관광의 GDP 기여율

약 5.8%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10%

해외 방문객

1,404만 명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8), 세계관광협회 (2019)

숫자로 읽는 라오스 관광 시장

라오스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3,067  3,059  3,049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4,684  4,239  3,869 4,186

관광 수입 십억 달러 0.73 0.72 0.77 -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14 13.8 13.7 13.4

십억 달러 1.8 1.9 2 2.1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12.2 12 11.9 11.7

천 개 376 378 384 385

국가별 방문객 라오스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4,239 전체 입국자 수 3,869 전체 입국자 수 4,186

 1 태국 2,010 태국 1,798 - -

 2 베트남 998 베트남 892 - -

 3 중국 545 중국 639 - -

 4 한국 173 한국 170 - -

 5 미국 58 미국 39 - -

출처: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2018)

(2017년 기준)

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8),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Tourism in LAO PDR at a Glance 

lao PDr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Lao PDR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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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GDP 기여율

약13.7%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11.9%

해외 방문객

386만 명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3,067  3,059  3,049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4,684  4,239  3,869 4,186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0.73 0.72 0.77 -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14 13.8 13.7 13.4

Billion USD 1.8 1.9 2 2.1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12.2 12 11.9 11.7

Thousands of Jobs 376 378 384 385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4,239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869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4,186

 1 Thailand 2,010 Thailand 1,798 - -

 2 Viet Nam 998 Viet Nam 892 - -

 3 China 545 China 639 - -

 4 Korea 173 Korea 170 - -

 5 United States 58 United States 39 - -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 13.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 11.9%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86 Millions of 
People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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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2019)

Tourism in Malaysia at a Glance

malaysia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2019)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 - -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25,721  26,757  25,948 25,832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17.67 18.09 18.35 15.46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13.4 13.8 13.4 13.3

Billion USD 39.8 40.8 41.9 46.3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11.8 12.1 11.8 11.8

Thousands of Jobs 1,657 1,716 1,705 1,730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6,757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5,948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5,832

 1 Singapore 13,273 Singapore 12,442 Singapore 10,616

 2 Indonesia 3,050 Indonesia 2,797 Indonesia 3,278

 3 China 2,125 China 2,282 China 2,944

 4 Thailand 1,781 Thailand 1,837 Thailand 1,915

 5 Brunei 
Darussalam 1,391 Brunei 

Darussalam  1,661 Brunei 
Darussalam  1,382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13.4%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11.8%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5.94 Millions of 
People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말레이시아 문화예술관광부 (2019)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 - -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25,721  26,757  25,948 25,832

관광 수입 십억 달러 17.67 18.09 18.35 15.46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13.4 13.8 13.4 13.3

십억 달러 39.8 40.8 41.9 46.3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11.8 12.1 11.8 11.8

천 개 1,657 1,716 1,705 1,730

숫자로 읽는 말레이시아 관광 시장

말레이시아

국가별 방문객 말레이시아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26,757 전체 입국자 수 25,948 전체 입국자 수 25,832

 1 싱가포르 13,273 싱가포르 12,442 싱가포르 10,616

 2 인도네시아 3,050 인도네시아 2,797 인도네시아 3,278

 3 중국 2,125 중국 2,282 중국 2,944

 4 태국 1,781 태국 1,837 태국 1,915

 5 브루나이 1,391 브루나이 1,661 브루나이 1,382

관광의 GDP 기여율

약13.4%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11.8%

해외 방문객

2,594만 명

출처: 말레이시아 문화예술관광부 (2019)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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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미얀마 호텔관광부 (2019)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 - -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4,681 2,907 3,443  3,551 

관광 수입 십억 달러 2.2 2.29 2.28 1.57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7.1 6.9 6.6 6.5

십억 달러 4.4 4.7 4.9 5.4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6 5.8 5.7 5.7

천 개 1,298 1,289 1,282 1,288

숫자로 읽는 미얀마 관광 시장

미얀마

국가별 방문객 미얀마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2,907 전체 입국자 수 3,443 전체 입국자 수 3,551

 1 태국 243 태국 274 중국 297

 2 중국 184 중국 213 태국 291

 3 일본 101 일본 101 일본 104

 4 미국 77 미국 73 한국 73

 5 한국 64 한국 66 미국 65

출처: 미얀마 호텔관광부 (2019)

관광의 GDP 기여율

약 6.6%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5.7%

해외 방문객

344만 명

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Myanmar 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2019)

Tourism in Myanmar at a Glance

myanmar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Myanmar 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2019)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 - -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4,681 2,907 3,443  3,551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2.2 2.29 2.28 1.57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7.1 6.9 6.6 6.5

Billion USD 4.4 4.7 4.9 5.4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6 5.8 5.7 5.7

Thousands of Jobs 1,298 1,289 1,282 1,288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2,907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443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551

 1 Thailand 243 Thailand 274 China 297

 2 China 184 China 213 Thailand 291

 3 Japan 101 Japan 101 Japan 104

 4 United States 77 United States 73 Korea 73

 5 Korea 64 Korea 66 United States 65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 6.6%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 5.7%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44 Millions of 
People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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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Philippines Department of Tourism (2019)

Tourism in Philippines at a Glance 

PhiliPPines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Philippines Department of Tourism (2019)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5,115 5,703 -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5,361 5,967 6,621 7,128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6.42 6.29 8.35 5.62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19.4 20.8 21.1 21.1

Billion USD 56.8 63.4 66.3 71.2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17.9 19.1 19.2 19.1

Thousands of Jobs 7,002 7,811 7,797 8,280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5,967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6,621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7,128

 1 Korea 1,475 Korea 1,608 Korea 1,588

 2 United States 869 China 968 China 1,255

 3 China 676 United States 958 United States  1,034

 4 Japan 535 Japan 584 Japan 632

 5 Australia 251 Australia 259 Australia 280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  21.1%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19.2%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6.62 Millions of 
People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필리핀관광부 (2019)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5,115 5,703 -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5,361 5,967 6,621 7,128

관광 수입 십억 달러 6.42 6.29 8.35 5.62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19.4 20.8 21.1 21.1

십억 달러 56.8 63.4 66.3 71.2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17.9 19.1 19.2 19.1

천 개 7,002 7,811 7,797 8,280

숫자로 읽는 필리핀 관광 시장

필리핀

국가별 방문객 필리핀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5,967 전체 입국자 수 6,621 전체 입국자 수 7,128

 1 한국 1,475 한국 1,608 한국 1,588

 2 미국 869 중국 968 중국 1,255

 3 중국 676 미국 958 미국  1,034

 4 일본 535 일본 584 일본 632

 5 호주 251 호주 259 호주 280

출처: 필리핀관광부 (2019)

관광의 GDP 기여율

약 21.1%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19.2%

해외 방문객

662만 명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싱가포르관광청 (2019)

숫자로 읽는 싱가포르 관광 시장

싱가포르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9,125  9,474  9,888 9,904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12,051 16,404 17,425 18,507

관광 수입 십억 달러 16.62 18.95 19.71 -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9.6 10.2 10.2 10.2

십억 달러 28.6 30.3 31.5 33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8.5 8.6 8.8 8.8

천 개 310 317 323 325

국가별 방문객 싱가포르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16,404 전체 입국자 수 17,425 전체 입국자 수 18,507

1 인도네시아 2,894  중국 3,228 중국 3,416

2 중국 2,864 인도네시아 2,954 인도네시아 3,021

3 말레이시아 1,152 인도 1,272 인도 1,442

4 인도 1,097 말레이시아 1,168 말레이시아 1,254

5 호주 1,027 호주 1,082 호주 1,107

출처: 싱가포르관광청 (2019)

(2017년 기준)

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Singapore Tourism Board (2019)

Tourism in Singapore at a Glance 

singaPore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Singapore Tourism Boa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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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GDP 기여율

약10.2%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 8.8%

해외 방문객

1,742만 명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9,125  9,474  9,888 9,904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12,051 16,404 17,425 18,507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16.62 18.95 19.71 -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9.6 10.2 10.2 10.2

Billion USD 28.6 30.3 31.5 33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8.5 8.6 8.8 8.8

Thousands of Jobs 310 317 323 325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6,404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7,425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8,507

1 Indonesia 2,894  China 3,228 China 3,416

2 China 2,864 Indonesia 2,954 Indonesia 3,021

3 Malaysia 1,152 India 1,272 India 1,442

4 India 1,097 Malaysia 1,168 Malaysia 1,254

5 Australia 1,027 Australia 1,082 Australia 1,107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10.2%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 8.8%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7.42 Millions of 
People



(2017년 기준)

ASEAN Updates · ASEAN Tourism at a Glance 218 219ASEAN-Korea Journal

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Thailand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2019)

Tourism in Thailand at a Glance 

thailanD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Thailand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2019)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6,794  8,204  8,963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29,923  32,530  35,592  38,277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48.53 52.47 62.16 64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19.8 20.8 21.2 22.1

Billion USD 79.1 84.5 95 106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14.6 15.3 15.5 16.1

Thousands of Jobs 5,560 5,753 5,834 6,153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2,530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5,592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8,277

 1 China 8,758 China 9,806 China 10,536

 2 Malaysia 3,495 Malaysia 3,494 Malaysia 4,098

 3 Korea 1,464 Korea 1,709 Korea 1,797

 4 Japan 1,440 Lao PDR 1,682 Lao PDR 1,751

 5 Lao PDR 1,388 Japan 1,544 Japan 1,656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21.2%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15.5%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35.59 Millions of 
People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태국 체육관광부 (2019)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6,794  8,204  8,963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29,923  32,530  35,592  38,277 

관광 수입 십억 달러 48.53 52.47 62.16 64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19.8 20.8 21.2 22.1

십억 달러 79.1 84.5 95 106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14.6 15.3 15.5 16.1

천 개 5,560 5,753 5,834 6,153

숫자로 읽는 태국 관광 시장

태국

국가별 방문객 태국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32,530 전체 입국자 수 35,592 전체 입국자 수 38,277

 1 중국 8,758 중국 9,806 중국 10,536

 2 말레이시아 3,495 말레이시아 3,494 말레이시아 4,098

 3 한국 1,464 한국 1,709 한국 1,797

 4 일본 1,440 라오스 1,682 라오스 1,751

 5 라오스 1,388 일본 1,544 일본 1,656

출처: 태국 체육관광부 (2019)

관광의 GDP 기여율

약 21.2%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15.5%

해외 방문객

3,559만 명



주요 관광 통계

출처: 세계은행 (2019), 세계관광협회 (2019), 베트남 통계청 (2019)

숫자로 읽는 베트남 관광 시장

베트남

주요 지표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해외 출국자 수 천 명 - - - -

해외 입국자 수 천 명 7,944 10,013  12,922  15,497 

관광 수입 십억 달러 7.35 8.50 8.89 -

GDP 기여도 
GDP 기여율 (%) 9.2 9.2 9.4 9.3

십억 달러 17.6 18.6 20.6 22.3

일자리 기여도 
일자리 비율 (%) 7.5 7.5 7.6 7.6

천 개 3,941 3,987 4,060 4,116

국가별 방문객 베트남 방문 현황 (2016-2018)

연도 2016 2017 2018 

순위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국가 방문객 수

전체 입국자 수 10,013 전체 입국자 수 12,922 전체 입국자 수 15,497

 1 중국 2,697 중국 4,008 중국 4,966

 2 한국 1,544 한국 2,415 한국 3,485

 3 일본 741 일본 798 일본 827

 4 미국 553 대만 616 대만 714

 5 대만 507 미국 614 미국 687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7년 기준)

Major Tourism Statistics

Source: World Bank (2019),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Viet 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9)

Tourism in Viet Nam at a Glance 

Viet nam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by Country (2016-2018)

Source: Viet Na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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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GDP 기여율

약 9.4%

관광의 일자리 창출 비율

약7.6%

해외 방문객

1,292만 명

Key Indicator Unit/Year 2015 2016 2017 2018

International Tourist 
Departures Thousands of People - - -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Thousands of People 7,944 10,013  12,922  15,497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Billion USD 7.35 8.50 8.89 -

Total Contribution to GDP 
Percentage of GDP 9.2 9.2 9.4 9.3

Billion USD 17.6 18.6 20.6 22.3

Total Contribution to 
Employment 

Share in Employment 
(%) 7.5 7.5 7.6 7.6

Thousands of Jobs 3,941 3,987 4,060 4,116

Year 2016 2017 2018

Rank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Country Number of 
Arrivals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0,013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2,922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5,497

 1 China 2,697 China 4,008 China 4,966

 2 Korea 1,544 Korea 2,415 Korea 3,485

 3 Japan 741 Japan 798 Japan 827

 4 United States 553 Taiwan 616 Taiwan 714

 5 Taiwan 507 United States 614 United States 687

(as of 2017)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as a Percentage of GDP 

Approx. 9.4%

Total Contribution of Tourism 
to Employment (%)

Approx. 7.6%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12.92 Millions of 
People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ASEAN and Korea

Permanent 
Resident 

Non-Permanent 
Resident

   Categories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Sourc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ort-Term Resident 

90 days or less
Long-Term Resident
More than 90 days

ASEAN-
Korea

People-to-
People

Exchanges

Unit: Person

Unit: Person

*Visiting family, 
relatives, religious 

reasons, etc.  

A breakdown of long-term ASEAN residents in Korea: 
Workers (55%) > Marriage Migrants (16%) > International Students (14%)

 Long-Term ASEAN Residents in Korea (2018)

As of December 2018, the total ASEAN population in 
Korea is 597,300. Of this number, around 76% are those 
from Thailand, Viet Nam and the Philippines.

 ASEAN Population in Korea (2018)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Short-Term 
Resident 

225,369

61%

Long-Term 
Resident

366,419

Permanent Resident and 
Other Categories

5,512

1%

38%

16% 15%55%

60,302202,483 51,844

Marriage Migrants OthersWorkers

ASEAN 

Long-Term 
ASEAN 

Residents in 
Korea

14%

51,790

International 
Students

 Breakdown by ASEAN Member States (2018)

Thailand

Viet Nam

Philippines

Indonesia

Cambodia

197,764

196,633

60,139

47,366

47,012

28,074

12,227

6,281

1,568

236

Myanmar

Malaysia

Singapore

Lao PDR

Brunei Darussalam

Sourc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친지방문, 종교활동 등

2018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세안 국적 장기 체류자 비율:

근로자(55%) > 결혼이민자(16%) > 유학생(14%)

 한국 거주 아세안 장기 체류 현황 (2018)

출처: 법무부

영주(永住)

영주

일반 체류

일반

 주한 외국인    
    체류자격 분류 

출처: 법제처

단기 체류 
(90일이하)

장기 체류 
(90일초과)

2018년 12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세안 인

구는 총 597,300명, 그중 약 76%는 태국, 베트남, 필

리핀 국적으로 구성

출처: 법무부

 아세안 인구별 체류 현황 (2018)

단기 체류 
225,369명

61%

장기 체류
366,419명

영주(永主) 및 기타 
5,512명

1%

38%

한-아세안 
인적 교류

16% 15%55%

60,302명202,483명 51,844명

결혼이민자 기타근로자

아세안

한국
장기 체류 

현황

한-아세안 인적교류 현황

14%

51,790명

유학생

 아세안 회원국별 체류 현황 (2018)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197,764명

196,633명

60,139명

47,366명

47,012명

28,074명

12,227명

6,281명

1,568명

236명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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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 아세안 인구 유형별 변화 추이 (2018)

 유형 및 국가별 분포 (2017)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출처: 법무부

2017년 아세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총 319,600명

전세계 거주 한국인 대비 약 4.3% 수준

 아세안 거주 한국인 현황 (2017) 

해외 거주 한국인 중 아세안 거주 한국인 비율

아세안 거주 한국인

한국

아세안  
체류 현황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3.93.8
4.2 4.3

271,752 304,074276,435 319,600

20132011 2015 2017

인도네시아  4,041

싱가포르  2,520 

필리핀  1,176

베트남  274

태국  123

말레이시아  65

라오스  8

브루나이  4

미얀마  4

캄보디아  0 

필리핀  9,903

말레이시아  3,809

태국  3,050

싱가포르  2,570

베트남  1,117

인도네시아  789

미얀마  97

캄보디아  52

라오스  42 

브루나이  4

베트남  123,054

필리핀  81,992

인도네시아  25,661

태국  17,269 

싱가포르  14,871

캄보디아  10,037 

말레이시아  9,242

미얀마  3,355

라오스  2,930

브루나이  453

인도네시아  600 

싱가포르  385

태국  58

필리핀  22

베트남  13

말레이시아  6

브루나이  4 

캄보디아  0

라오스  0

미얀마  0

아세안 회원국 
영주권자 

8,215명

주아세안 
한국인 유학생 

21,433명

주아세안 
일반 체류자

288,864명

아세안 시민권자

 1,088명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Unit: Person

 Trends in ASEAN Population in Korea (2018)

2016 2017 2018

200,003 199,518
202,483

Total 
ASEAN 
Population

ASEAN 
Workers

 Categories of Korean Residents in ASEAN (2017)

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The number of Koreans living in ASEAN 
Member States reached 319,600 in 2017. 
This figure makes up approximately 4.3% 
of all overseas Koreans. 

 Korean Population in ASEAN (2017) 3.93.8
4.2 4.3

271,752 304,074276,435 319,600

20132011 2015 2017
Proportion to the Total Number of Overseas Koreans

Korean Population in ASEAN

Korea 

Korean 
Population in 

ASEAN 

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8,215

Korean Students 
in ASEAN

21,433

Non-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288,864

Korean Residents 
with ASEAN 
Citizenship

 1,088

2016 2017 2018

21,240
33,869

51,790

ASEAN 
Students 2016 2017 2018

57,573
58,929 60,302

Marriage 
Migrants

Indonesia  4,041

Singapore  2,520 

Philippines  1,176

Viet Nam  274

Thailand  123

Malaysia  65

Lao PDR  8

Brunei Darussalam  4

Myanmar  4

Cambodia  0 

Philippines  9,903

Malaysia  3,809

Thailand  3,050

Singapore  2,570

Viet Nam  1,117

Indonesia  789

Myanmar  97

Cambodia  52

Lao PDR  42 

Brunei Darussalam  4

Viet Nam  123,054

Philippines  81,992

Indonesia  25,661

Thailand  17,269 

Singapore  14,871

Cambodia  10,037 

Malaysia  9,242

Myanmar  3,355

Lao PDR  2,930

Brunei Darussalam  453

Indonesia  600 

Singapore  385

Thailand  58

Philippines  22

Viet Nam  13

Malaysia  6

Brunei Darussalam  4 

Cambodia  0

Lao PDR  0

Myanmar  0

2016 2017 2018

440,681 518,309 597,300

Unit: Person 단위: 명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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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0,003 199,518
202,483

주한 

아세안 

전체 인구 

주한 

아세안 

근로자

2016 2017 2018

21,240
33,869

51,790

주한 

아세안 

유학생 2016 2017 2018

57,573
58,929 60,302

주한 

결혼

이민자 

2016 2017 2018

440,681 518,309 597,300



I. 
ASEAN-
Korea People-
to-People 
Exchanges

1. Categories of Exchange 

•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period and permanence of residence.

 -   Permanent Residence: Permits foreigners to reside in Korea without any restrictions regarding 

activities or length of stay.  

 -  Short-Term Residence: Permits foreigners to reside in Korea for 90 days or less for the purposes of 

tourism, visits, etc. 

 -  Long-Term Residence: Permits foreigners to reside in Korea for more than 90 days for the purposes 

of studying, training, investment, marriage, etc.

•    The volume of people-to-people exchanges has shown steady growth owing to a rise in visits and 

tourism and an increase in long-term residents between ASEAN and Korea for the purposes of studying, 

training, investment, marriage, etc.

Unit: Person, %

Categories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Sourc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ermanent 
Resident 

Non-Permanent 
Resident

Short-Term Resident 
90 days or less

Long-Term Resident
More than 90 days

The Proportion of Long-Term and Short-Term ASEAN Residents in Korea 
(as of 31 December, 2018)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I. 
한-아세안 
인적 교류

1. 인적 교류 구분
●  인적 교류는 체류기간 및 영주 여부에 따라 영주(永住), 단기체류 및 장기체류 3가지로 분류함

 - 영주(永住): 외국인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

 - 단기 체류: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체류

 - 장기 체류: 유학, 연수, 투자,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  한국과 아세안 간 인적교류는 단기 관광 및 방문객의 증가와 더불어 유학·연수·투자·결혼 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한국과 아세안 인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단위: 명, %

주한 외국인 체류 구분

출처: 법제처

영주(永住)

영주

일반 체류

일반

주한 외국인 
체류자격 

단기 체류 
(90일이하)

장기 체류 
(90일초과)

주한 아세안 인구 장단기 체류 비율 (2018.12.31 기준)

출처: 법무부

Short-Term 
Resident 

225,369

61%

Long-Term 
Resident

366,419

Permanent Resident and 
Other Categories

5,512

1%

38%

단기 체류 
225,369명

61%

장기 체류
366,419명

영주(永主) 및 기타 
5,512명

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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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ng-Term Residence] Long-Term Residents in ASEAN and Korea

•    The number of ASEAN population in Korea has grown at an annual rate of more than 8%. As of 31 

December 2018, the long-term ASEAN residents in Korea have mainly consisted of the following: 

workers (202,483, 55%) > marriage migrants (60,302, 16%) > international students (51,790, 14%). 

 -  In 31 December 2018, the total number of long-term ASEAN residents was 366,419, accounting for 

61% of the total ASEAN population in Korea. 

•    In the past six years, the Korean population in ASEAN has increased, on average, by 7,900 persons 

annually. By resident category, the Korean residents in ASEAN consist of non-permanent residents 

(90%), international students (6.7%), and permanent residents (3%).

 * Non-Permanent Residents: All overseas Koreans (employment, business and other purposes), excep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permanent residents. 

2. [Short-Term Residence] Short-Term Visitors Between ASEAN and Korea

•    The number of short-term visitors between ASEAN and Korea showed an increase of more than 20%, 

from 8.3 million in 2016 to 10 million in 2017.

Annual Trends in Visits Between ASEAN and Korea (2010-201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ASEAN → Korea 1,038.5 1,243.8 1,398.5 1,544.5 1,790.6 1068.3 2,216.0 2,140.3 2,462.1

Korea → ASEAN 3,298.6 3,866.8 4,453.9 4,879.1 4,978.6 5,841.3 6,092.1 7,870.8 8,981.5

Total 4,337.1 5,110.6 5,852.4 6,423.6 6,769.2 6,909.6 8,308.1 10,011.1 11,443.6

Source: Korea Tourism Organization

Unit: Thousands of People

3. [장기 체류] 한-아세안 장기 체류 인구
●  주한 아세안 인구는 매년 8%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주한 아세안 장기 체류 

인구 구성은 근로자(202,483명, 55%) > 결혼이민자(60,302명, 16%) > 유학생(51,790명, 14%) 순으

로 나타남

 -  2018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세안 인구 중 장기 체류자의 규모는 366,419명으로 주한 

아세안 인구 전체의 61%를 차지함

●  최근 6년간 아세안에 거주한 한국인은 연평균 7,900명 이상 증가했으며, 유형별 인구 구성 분포는  

일반 체류(90%) > 유학생(6.7%) > 영주권자(3%) 순으로 나타남

 *일반 체류: 유학생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재외동포 유형(취업, 기업 활동 등 포함)

2. [단기 체류] 한-아세안 단기 상호방문객
●  한-아세안 단기 상호방문객은 2016년 830만 명에서 2017년 1,000만 명으로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단위: 천 명
한-아세안 연간 단기 상호방문객 추이 (2010-201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아세안 → 한국 1,038.5 1,243.8 1,398.5 1,544.5 1,790.6 1068.3 2,216.0 2,140.3 2,462.1

한국 → 아세안 3,298.6 3,866.8 4,453.9 4,879.1 4,978.6 5,841.3 6,092.1 7,870.8 8,981.5

합 계 4,337.1 5,110.6 5,852.4 6,423.6 6,769.2 6,909.6 8,308.1 10,011.1 11,443.6

출처: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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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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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outhern 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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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down by Country In 2017, there were 319,600 Koreans in ASEAN, amongst those, 124,458 or 

39%, resided in Viet Nam,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Koreans in ASEAN.

 -  Since 2015, Viet Nam (39%) took over the Philippines as first, becoming the top country with the 

most Korean population in ASEAN, followed by the Philippines (29%), Indonesia (10%), Thailand (6%), 

and Singapore (6%).

 -  Major Korean corporations and their partners have together entered into the Northern areas of Viet 

Nam surrounding Hanoi.

  *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in the Northern Vietnamese region has increased by 33% (from 1,851 to 

2,468)

Korean Population in ASEAN (2017) Unit: Person, %

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2011  2013  2015  2017

3.8 

276,435
304,074

319,600
271,752

3.9 
4.2 4.3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Overseas Koreans

Korean Population in ASEAN

Korean Population in ASEAN: By Country (2017) Unit: Person, %

II. 
Korean 
Population in 
ASEAN

1. Long-Term Korean Residents in ASEAN 

•    The ratio of overseas Koreans in ASEAN has grown larger in line with the increasing Korean population 

in ASEAN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ratio of overseas Koreans in ASEAN: 3.7% (2011) → 3.9% (2013) → 4.2% (2015) → 4.3% (2017)

주아세안 한국인 현황: 국가별 (2017)

●  국가별 현황 2017년 아세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319,600명 중 베트남에 약 39%인 124,458명이 

거주 중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 중

 -  2015년을 기점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의 순위가 바뀌어, 1위인 베트남(39%) 다음으로 필리핀(29%), 

인도네시아(10%), 태국(6%), 싱가포르(6%)의 순으로 주한 아세안 인구가 나타남

 -  한국의 대기업과 협력사가 하노이 지역 중심 북부지역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인  

역시 증가함

  *2016년 내 베트남 북부지역 기업 수 33% 증가 (1,851社 → 2,468社)

II. 
주아세안 
한국 인구 
분포

1. 아세안 내 한국인 장기체류자 현황
●  추이 최근 8년간 아세안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재외동포  

대비 아세안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주아세안 재외동포의 비율: 3.7% (’11년) → 3.9% (’13년) → 4.2% (’15년) → 4.3% (’17년)

주아세안 한국인 현황 (2017) 단위: 명, %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2011  2013  2015  2017

3.8 

276,435
304,074

319,600
271,752

3.9 
4.2 4.3      전체 재외동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아세안 재외동포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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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500명 1%

4%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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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9명

1%
라오스

2,980명

브루나이

465명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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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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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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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n Students in ASEAN

•    Breakdown by Country In 2017, there were 21,433 Korean students in ASEAN. The Philippines has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students, 9,903 or 46% of the total Korean students studying in ASEAN.

 * 1st. Philippines (46%), 2nd. Malaysia (18%), 3rd. Thailand (14%), 4th. Singapore (12%), 5th. Viet Nam (5%)

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Korean Population in ASEAN: By Country (2011-2017)
Unit: Person

2011 2013 2015 2017

Total 7,175,654 7,012,917 7,184,872 7,430,688

ASEAN 271,752 276,435 304,074 319,600

Viet Nam 83,640 86,000 108,850 124,458

Philippines 96,632 88,102 89,037 93,093

Indonesia 36,295 40,284 40,741 31,091

Thailand 17,500 20,000 19,700 20,500

Singapore 16,650 20,330 19,450 20,346

Malaysia 14,409 14,000 12,690 13,122

Cambodia 4,265 4,372 8,445 10,089

Myanmar 1,408 2,083 3,106 3,456

Lao PDR 833 1,133 1,890 2,980

Brunei Darussalam 120 131 165 465

0.5% Myanmar 97 

0.1% Brunei Darussalam 4

0.2% Lao PDR 42 

0.2% Cambodia 52

  4% Indonesia 789

  5% Viet Nam 1,117

Korean Students in ASEAN: By Country (2017)

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46% Philippines 9,903

18% Malaysia 3,809

14% Thailand 3,050

12% Singapore 2,570

Korean Students 
in ASEAN 

21,433

Unit: Person, %

2. 아세안 내 한국인 유학생 현황
●  국가별 현황 2017년 아세안 내 한국인 유학생 21,433명 중 필리핀 내 한국인 유학생이 46%  

(9,903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1위: 필리핀(46%), 2위: 말레이시아(18%), 3위: 태국(14%), 4위: 싱가포르(12%), 5위: 베트남(5%)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주아세안 한국인 추이: 국가별 (2011-2017)
단위: 명

2011 2013 2015 2017

전체 7,175,654 7,012,917 7,184,872 7,430,688

아세안 271,752 276,435 304,074 319,600

베트남 83,640 86,000 108,850 124,458

필리핀 96,632 88,102 89,037 93,093

인도네시아 36,295 40,284 40,741 31,091

태국 17,500 20,000 19,700 20,500

싱가포르 16,650 20,330 19,450 20,346

말레이시아 14,409 14,000 12,690 13,122

캄보디아 4,265 4,372 8,445 10,089

미얀마 1,408 2,083 3,106 3,456

라오스 833 1,133 1,890 2,980

브루나이 120 131 165 465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주아세안 한국인 유학생 현황: 국가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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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세안 
한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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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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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     Breakdown by Country In 2017, 4,041 or 49% of the 8,215 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have acquired Indonesian permanent residence.

   * 1st. Indonesia (49%), 2nd. Singapore (31%), 3rd. Philippines (3%), 4th. Viet Nam (3%), 5th. Thailand (2%) 

4. Non-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2017) 

•    Breakdown by Country In 2017, among the 285,934 non-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Viet 

Nam had the largest number at 123,054 non-permanent Korean residents.

 * 1st. Viet Nam (43%), 2nd. Philippines (28%), 3rd. Indonesia (9%), 4th. Thailand (6%), 5th. Singapore (5%)

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43% Viet Nam 123,054

6% Thailand 17,269
5% Singapore 14,871

9% Indonesia 25,661

28% Philippines 81,992

3% Cambodia 10,037 
3% Malaysia 9,242

Non-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By Country (2017)

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By Country (2017)

Sour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s, 2017)

14% Philippines 1,176

  3% Viet Nam 274

49%   Indonesia 4,041

1%  Others 81

 Malaysia 65
 Lao PDR 8 
 Brunei Darussalam 4
 Myanmar 4
 Cambodia 0

31% Singapore 2,520

  2% Thailand 123

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8,215

Unit: Person, %

Unit: Person, %

3. 아세안 영주권 취득 한국인 현황
●   국가별 현황 2017년 아세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8,215명 중 4,041명이 인도네시아 영주권  

취득자로 전체의 49%를 차지함

   *1위: 인도네시아 (49%), 2위: 싱가포르 (31%), 3위: 필리핀 (3%), 4위: 베트남 (3%), 5위: 태국 (2%) 

4. 주아세안 한국인 일반 체류자 현황 (2017)
●  국가별 현황 2017년 아세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일반 체류자 285,934명 중 베트남에

 123,054명(43%)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음

 *1위: 베트남 (43%), 2위: 필리핀 (28%), 3위: 인도네시아 (9%), 4위: 태국 (6%), 5위: 싱가포르 (5%) 

주아세안 한국인 일반 체류자 현황: 국가별 (2017)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43% 베트남 123,054

6% 태국 17,269
5% 싱가포르 14,871

9% 인도네시아 25,661

28% 필리핀 81,992

3% 캄보디아 10,037 
3% 말레이시아 9,242

아세안 영주권 취득 한국인 현황: 국가별 (2017)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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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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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1% Myanmar 3,355

1% Brunei Darussalam 453

1% Lao PDR 2,930

Non-Permanent Korean 
Residents in ASEAN

288,864

1% 브루나이 453

1% 라오스 2,930

1% 미얀마 3,355

주아세안 
일반 체류자
288,8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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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ents  
(D-2, D-4, D-10)

Workers 
(E, D-3)

Marriage 
Migrants(F-6)

Short-Term 
Residence

Others Total

ASEAN 51,790 202,483 60,302 225,369 57,356 597,300

Thailand 665 25,827 3,771 165,437 2,064 197,764

Viet Nam 45,769 48,084 39,876 21,670 41,234 196,633

Philippines 771 29,012 10,979 12,653 6,724 60,139

Indonesia 1,661 35,044 640 8,706 1,315 47,366

Cambodia 465 38,252 4,259 1,037 2,999 47,012

Myanmar 840 25,748 163 730 593 28,074

Malaysia 1,106 280 143 8,805 1,893 12,227

Singapore 353 85 88 5,407 348 6,281

Lao PDR 116 148 382 762 160 1,568

Brunei 
Darussalam 44 3 1 162 26 236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ASEAN Population in Korea: By Residential Category (2018)
  Unit: Person

III. 
ASEAN 
Population in 
Korea

1. ASEAN Population in Korea

•    Trends The ASEAN population in Korea has risen by more than 8% annually. By type of long-

term residence, the largest proportion is workers (55%), followed by marriage migrants (16%) and 

international students (14%).

1) Long-term residents making up the largest proportion a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 Workers: Persons with E-Visa or Industrial Training Visa (D-3)
    - International Students: Persons with Study Abroad (D-2), General Training (D-4) or Job Seeker Visa (D-10)
    - Marriage Migrants: Persons with Marriage Migrant Visa (F-6)

유학생 (D-2, 
D-4, D-10)

근로자 
(E, D-3)

결혼 이민자
(F-6)

단기체류 기타 전체

아세안 51,790 202,483 60,302 225,369 57,356 597,300

태국 665 25,827 3,771 165,437 2,064 197,764

베트남 45,769 48,084 39,876 21,670 41,234 196,633

필리핀 771 29,012 10,979 12,653 6,724 60,139

인도네시아 1,661 35,044 640 8,706 1,315 47,366

캄보디아 465 38,252 4,259 1,037 2,999 47,012

미얀마 840 25,748 163 730 593 28,074

말레이시아 1,106 280 143 8,805 1,893 12,227

싱가포르 353 85 88 5,407 348 6,281

라오스 116 148 382 762 160 1,568

브루나이 44 3 1 162 26 236

출처: 법무부

주한 아세안 인구 현황: 유형별 (2018)
  단위: 명

III. 
주한 아세안 
인구 분포

1. 주한 아세안 인구 현황
●  추이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인구는 매년 8%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 체류 유형별 구성 분포는 

근로자(55%) > 결혼이민자(16%) > 유학생(14%)의 순으로 나타남

1) 장기 체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정의
 - 근로자: E-비자 또는 기술연수(D-3) 비자를 발급받은 자
 - 유학생: 학위과정 일반(D-2), 어학연수(D-4), 구직(D-10) 비자를 발급받은 자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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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Population in Korea:  By Region (2017)

Category
Proportion of ASEAN Population in the Region

More than 0.9% More than 0.6% More than 
0.3%

Less than 
0.3%

ASEAN 
Residents

More than 50,000 Gyeonggi Province

More than 20,000

South Gyeongsang 
Province, North 

Gyeongsang Province,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cheon Seoul

More than 10,000
North Chungcheong 

Province, South 
Jeolla Province

North Jeolla Province Daegu, 
Busan

Fewer than 10,000 Jeju Gwangju, Gangwon 
Province, Ulsan, Sejong Daejeon

Source: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Gyeonggi Province 125,646
South Gyeongsang Province 43,795
North Gyeongsang Province 32,477
South Chungcheong Province 29,121
Seoul 25,975
Incheon 20,066
South Jeolla Province 19,568
Busan 19,513
North Chungcheong Province 15,865
North Jeolla Province 15,121
Daegu 12,286
Gangwon Province   9,196
Gwangju 9,013
Ulsan 8,187
Jeju 6,829
Daejeon 5,268
Sejong 1,733

Gyeonggi 
Province

Sejong North 
Chungcheong 

Province

Daegu
North Jeolla 

Province

Ulsan

North Gyeongsang 
Province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cheon Seoul Gangwon 
Province

   Daejeon

Gwangju

South Jeolla 
Province

Jeju

Dokdo Island
Ulleungdo 

Isl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Busan

주한 아세안 인구 현황: 지역별 (2017)

구분
지역별 인구 대비

0.9% 이상 0.6% 이상 0.3% 이상 0.3% 미만

주한 아세안
주민 수

5만 명 이상 경기

2만 명 이상 경남, 경북, 충남 인천 서울

만 명 이상 충북, 전남 전북 대구, 부산

만 명 미만 제주 광주, 강원, 울산, 세종 대전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 125,646명

경남 43,795명

경북 32,477명

충남 29,121명

서울 25,975명

인천 20,066명

전남 19,568명

부산 19,513명

충북 15,865명

전북 15,121명

대구 12,286명

강원   9,196명

광주 9,013명

울산 8,187명

제주 6,829명

대전 5,268명

세종 1,733명

•    By Region The ASEAN population in Korea was 597,300 in 2018. Around 125,646 or 24% reside in 

Gyeonggi Province, which is the largest proportion of ASEAN residents. These are followed by South 

Gyeongsang Province,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  지역별 거주 현황 2017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세안 인구 전체 597,300명 중 약 24%인 125,646명

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지역별 전체 인구 대비 아세안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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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Workers in Korea: By Nationality (2015-2018)

2015 2016 2017 2018

ASEAN 197,460 200,003 199,518 202,483

Viet Nam 51,436 48,433 47,856 48,084

Cambodia 35,446 37,790 38,857 38,252

Indonesia 38,428 37,458 34,806 35,044

Philippines 29,877 29,921 29,240 29,012

Thailand 24,389 25,371 25,470 25,827

Myanmar 17,550 20,650 22,906 25,748

Malaysia 249 284 289 280

Lao PDR 11 15 15 148

Singapore 74 80 79 85

Brunei 
Darussalam 0 1 0 3

Unit: Person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주한 아세안 근로자 추이: 국적별 (2015-2018)

2015 2016 2017 2018

아세안 197,460 200,003 199,518 202,483

베트남 51,436 48,433 47,856 48,084

캄보디아 35,446 37,790 38,857 38,252

인도네시아 38,428 37,458 34,806 35,044

필리핀 29,877 29,921 29,240 29,012

태국 24,389 25,371 25,470 25,827

미얀마 17,550 20,650 22,906 25,748

말레이시아 249 284 289 280

라오스 11 15 15 148

싱가포르 74 80 79 85

브루나이 0 1 0 3

  단위: 명

출처: 법무부

2. ASEAN Workers in Korea

•     Trends The number of ASEAN workers has increased from 197,460 (2015) to 202,483 (2018) over the 

past three years.  

2. 주한 아세안 근로자 현황
●  추이 최근 3년간 주한 아세안 근로자는 197,460명(2015)에서 202,483명(2018)으로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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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Region The area with the largest ASEAN working population is Gyeonggi Province, with a total of 

70,544 workers in 2017.

ASEAN Workers in Korea: By Region (2017)

Category
Proportion of ASEAN Workers in the Region 

More than 0.4% More than 0.2% Less than 0.2%

ASEAN 
Workers

More than 50,000 Gyeonggi Province - -

More than 20,000 South Gyeongsang 
Province - -

More than 10,000 South Chungcheong 
Province North Gyeongsang Province, Incheon -

Fewer than 10,000 Jeju
South Jeolla Province, Ulsan, 

Gwangju, Gangwon Province, North 
Chungcheong Province, Daegu

Seoul, Daejeon

Source: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Gyeonggi Province 70,544 
South Gyeongsang Province 24,972
North Gyeongsang Province 15,323
South Chungcheong Province 14,755
Incheon 10,265
Busan   8,646
South Jeolla Province 8,268
North Chungcheong Province 7,494
Daegu 5,186

North Jeolla Province 5,169
Ulsan 3,744
Jeju 3,524
Gangwon Province 3,449
Gwangju 3,224
Seoul 3,222
Sejong    816
Daejeon    563

●  지역별 거주 현황 한국에서 아세안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2017년 기준  

총 70,544명의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어 지역별 인구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주한 아세안 근로자 현황: 지역별 (2017)

구분
지역별 인구 대비

0.4% 이상 0.2% 이상 0.2% 미만

주한
아세안
근로자 수

5만 명 이상 경기 - -

2만 명 이상 경남 - -

만 명 이상 충남 경북, 인천 -

만 명 미만 제주 전남, 울산, 광주, 강원, 충북, 대구 서울, 대전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 70,544명

경남 24,972명

경북 15,323명

충남 14,755명

인천 10,265명

부산   8,646명

전남 8,268명

충북 7,494명

대구 5,186명

전북 5,169명

울산 3,744명

제주 3,524명

강원 3,449명

광주 3,224명

서울 3,222명

세종    816명

대전  5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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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EAN Marriage Migrants in Korea

•     Trends Out of all marriage migrants from ASEAN, marriage migrants from Viet Nam comprised the 

largest number over the past three years, with the numbers growing by more than 1,000 annually (1st. 

Viet Nam, 2nd. Philippines, 3rd. Cambodia, 4th. Thailand).

 

ASEAN Marriage Migrants in Korea: By Nationality (2015-2018)

2015 2016 2017 2018

ASEAN 55,680 57,573 58,929 60,302

Viet Nam 37,680 38,866 39,464 39,876

Philippines 10,540 10,789 10,938 10,979

Cambodia 4,206 4,182 4,202 4,259

Thailand 2,167 2,544 3,027 3,771

Indonesia 518 545 592 640

Lao PDR 295 328 358 382

Myanmar 115 135 143 163

Malaysia 104 120 130 143

Singapore 54 63 74 88

Brunei 
Darussalam 1 1 1 1

Unit: Person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3. 주한 아세안 결혼이민자 현황
●  추이 최근 3년간 아세안 회원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규모가 가장 크고,  

매년 약 1,000명 이상 증가함 (1위: 베트남, 2위: 필리핀, 3위: 캄보디아, 4위: 태국)

주한 아세안 결혼이민자 추이: 국적별 (2015-2018)

2015 2016 2017 2018

아세안 55,680 57,573 58,929 60,302

베트남 37,680 38,866 39,464 39,876

필리핀 10,540 10,789 10,938 10,979

캄보디아 4,206 4,182 4,202 4,259

태국 2,167 2,544 3,027 3,771

인도네시아 518 545 592 640

라오스 295 328 358 382

미얀마 115 135 143 163

말레이시아 104 120 130 143

싱가포르 54 63 74 88

브루나이 1 1 1 1

  단위: 명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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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Marriage Migrants in Korea: By Region (2017)

Source: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ategory
Proportion of ASEAN Marriage Migrants in the Region

More than 0.15% More than 0.1% Less than 0.1%

ASEAN 
Marriage 
Migrants

More than 5,000 South Gyeongsang Province Gyeonggi Province Seoul

More than 1,000

Jeju, North Gyeongsang Province 
North Jeolla Province, South Jeolla 

Province, South Chungcheong 
Province, North Chungcheong Province

Gangwon Province, 
Ulsan, Daejeon, 

Gwangju, 
Incheon, Daegu

Busan

Fewer than 1,000 Sejong

Gyeonggi Province 12,934
South Gyeongsang Province 5,452
Seoul 5,209
North Gyeongsang Province 4,644
South Jeolla Province 4,035
South Chungcheong Province 4,003
North Jeolla Province 3,139
Busan  3,106
Incheon 2,934

Daegu 2,583
North Chungcheong Province 2,428
Gangwon Province 1,784
Gwangju 1,708
Daejeon 1,551
Ulsan 1,550
Jeju 1,160
Sejong    289

주한 아세안 결혼이민자 현황: 지역별 (2017)

출처: 행정안전부

구분
지역별 인구 대비

0.15% 이상 0.1% 이상 0.1% 미만

주한 아세안
결혼
이민자 수

5천 명 이상 경남 경기 서울

천 명 이상
제주,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천 명 미만 세종

경기 12,934명

경남 5,452명

서울 5,209명

경북 4,644명

전남 4,035명

충남 4,003명

전북 3,139명

부산 3,106명

인천 2,934명

대구 2,583명

충북 2,428명

강원 1,784명

광주 1,708명

대전 1,551명

울산 1,550명

제주 1,160명

세종 289명

•     By Region The largest number of marriage migrants from ASEAN was 12,934 in Gyeonggi Province. 

However, the area with the largest proportion in comparison to the total population of the region was 

South Jeolla Province.

 * 1st. Gyeonggi Province (12,934), 2nd. South Gyeongsang Province (5,452), 3rd. Seoul (5,209), 4th. North 

Gyeongsang Province (4,644), 5th. South Jeolla Province (4,035)

●  지역별 거주 현황 2017년 기준 주한 아세안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그  

규모는 12,934명이며, 지역별 인구 대비 주한 아세안 결혼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집계됨

 *1위: 경기 (12,934명), 2위: 경남 (5,452명), 3위: 서울 (5,209명), 4위: 경북 (4,644명), 5위: 전남 (4,0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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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EAN Students in Korea

•     Trends A growing level of diversified people-to-people excha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has 

continued, especially the number of ASEAN students has increased 1.5 times during the past year.

 *ASEAN Students in Korea: 33,689 (2017) → 51,790 (2018)

 * As of April 2018,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as 142,205, and 23% of them are 

ASEAN students.

 -  By Degree and Major (D-2): ASEAN students studying undergraduate, postgraduate taught and 

research programs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have been continuously on the rise since 2015. 

Among the Humanities/Science and Technology/Arts disciplines, more students have enrolled in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s at postgraduate levels. 

  * Some academic exchanges include co-research programs between the University of Ulsan and technical 

colleges in Viet Nam, an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to Indonesia at Keimyung University, etc.

 -  General Training (D-4): ASEAN students taking a language course with a long-term visa are 

increasing. 

  * Many people-to-people exchange programs have been organized in a variety of fields. In the commercial 

sector and academia, these include visiting scholars, capacity building programs, and academic seminars for 

high-performing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  Job Seekers (D-10): ASEAN students looking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in Korea after 

completing general training or degree programs are growing.

  * ASEAN student job seekers are increasing from 356 (2015) → 498 (2016) → 695 (2017) → 805 (2018)

4. 주한 아세안 유학생 현황
●  추이 교육 분야의 인적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국내 아세안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5배 증가

 *아세안 출신 유학생: 33,689명(2017년) → 51,790명(2018년)

 *18.4월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42,205명) 중 아세안 유학생은 23% 수준

 -  학위 및 전공별(D-2): 2015년부터 주한 아세안 대학생,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유학생의 규모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이/예과 비율에서 대학원 과정에서의 이공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울산대-베트남 내 기술대학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계명대 내 인도네시아 유학생 제도 등

 - 일반연수(D-4): 중장기 어학 연수생 역시 증가 추세

  * 인적 교류 프로그램 증가: 한국의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를 포함하여 산·학·연 다양한 분

야에서의 전문가 간 교류 및 역량 강화 교류 확대

 - 구직중 유학생(D-10): 연수 및 학위 과정 후 한국에 체류하는 구직인구 증가 추세

   *주한 아세안 유학생 중 구직자 규모: 356명 (2015) → 498명 (2016) → 695명 (2017) → 805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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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tudents in Korea: By Type of Degree and Major (2018)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Arts Life Sciences 
and Medicine Total

Language Courses - 19,876

Undergraduate (including 
technical or vocational 
colleges)

4,379 1,663 556 448 0 7,046

Postgraduate Taught 
(Master's) 1,633 710 334 58 55 2,790

Postgraduate Research 
(Doctoral) 199 826 439 2 52 1,518

Other Training Programs - 1,344

Total 6,211 3,199 1,329 508 107 32,574

Unit: Person

Source: Korea Ministry of Education 

주한 아세안 유학생 현황: 학위 및 전공별 (2018)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종합

어학연수 - 19,876

대학(전문대학 포함) 4,379 1,663 556 448 0 7,046

대학원(석사) 1,633 710 334 58 55 2,790

대학원(박사) 199 826 439 2 52 1,518

기타연수 - 1,344

총합 6,211 3,199 1,329 508 107 32,574

  단위: 명

출처: 교육부

ASEAN Students in Korea: By Nationality (2015-2018)
Unit: Person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2015 2016 2017 2018

ASEAN 12,801 21,240 33,869 51,790

Viet Nam 7,708 15,536 28,035 45,769

Indonesia 1,415 1,534 1,583 1,661

Malaysia 1,010 1,129 1,128 1,106

Myanmar 441 542 664 840

Philippines 755 785 795 771

Thailand 513 624 618 665

Cambodia 474 470 468 465

Singapore 320 428 409 353

Lao PDR 121 125 127 116

Brunei 
Darussalam 44 67 42 44

주한 아세안 유학생 추이: 국적별 (2015-2018)
  단위: 명

출처: 법무부

2015 2016 2017 2018

아세안 12,801 21,240 33,869 51,790

베트남 7,708 15,536 28,035 45,769

인도네시아 1,415 1,534 1,583 1,661

말레이시아 1,010 1,129 1,128 1,106

미얀마 441 542 664 840

필리핀 755 785 795 771

태국 513 624 618 665

캄보디아 474 470 468 465

싱가포르 320 428 409 353

라오스 121 125 127 116

브루나이 44 67 4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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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roportion of ASEAN Students in the Region

More than 
0.8% More than 0.03% Less than 0.03%

ASEAN 
Students

More than 3,000
North 

Gyeongsang 
Province

Seoul, Gyeonggi Province

More than 1,000 North Jeolla 
Province

South Chungcheong Province,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Fewer than 1,000 -

Daejeon, Gangwon Province, South 
Jeolla Province,

Ulsan, Sejong, North Chungcheong 
Province, Gwangju

Jeju, Daegu, 
Incheon

ASEAN Students in Korea: By Region (2017)

Source: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eoul 6,849
Gyeonggi Province 4,126
North Gyeongsang Province 3,523
Busan 2,546
North Jeolla Province 1,551
South Chungcheong Province 1,376
South Gyeongsang Province 1,144
Daejeon 991
Gwangju 953

Gangwon Province 942
South Jeolla Province 757
North Chungcheong Province 751
Incheon 675
Daegu 618
Ulsan 354
Jeju 167
Sejong   68

주한 아세안 유학생 현황: 지역별 (2017)

구분
지역별 인구 대비

0.8% 이상 0.03% 이상 0.03% 미만

주한
아세안
유학생 
수

3천 명 이상 경북 서울, 경기

천 명 이상 전북 충남, 부산, 경남

천 명 미만 - 대전, 강원, 전남,
울산, 세종, 충북, 광주

제주, 대구, 인천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 6,849명

경기 4,126명

경북 3,523명

부산 2,546명

전북 1,551명

충남 1,376명

경남 1,144명

대전 991명

광주 953명

강원 942명

전남 757명

충북 751명

인천 675명

대구 618명

울산 354명

제주 167명

세종   68명

•    By Region Seoul has the largest number of ASEAN students, but the ratio of ASEAN students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of Seoul is relatively low. North Gyeongsang Province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ASEAN students compared to other provinces. 

●  지역별 거주 현황 2017년 기준 주한 아세안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지만,  

서울의 전체 인구 대비 아세안 유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별 인구 대비 아세안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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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Students in Korea: By Visa Type and Nationality (2018)

ASEAN Students Job Seekers 
(D-10)

Studying Abroad 
(D-2)

General Training 
(D-4)

Total 51,790 805 16,464 34,521

Viet Nam 45,769 501 11,952 33,316

Indonesia 1,661 108 1,340 213

Malaysia 1,106 20 894 192

Myanmar 840 37 526 277

Philippines 771 80 545 146

Thailand 665 22 456 187

Cambodia 465 28 324 113

Singapore 353 7 300 46

Lao PDR 116 2 84 30

Brunei 
Darussalam 44 0 43 1

Unit: Person

Source: Korea Ministry of Justice

주한 아세안 유학생 현황: 비자유형 및 국적별 (2018)

총 유학생 수 구직중 유학생(D-10) 일반 유학생(D-2) 어학연수생(D-4)

총합 51,790 805 16,464 34,521

베트남 45,769 501 11,952 33,316

인도네시아 1,661 108 1,340 213

말레이시아 1,106 20 894 192

미얀마 840 37 526 277

필리핀 771 80 545 146

태국 665 22 456 187

캄보디아 465 28 324 113

싱가포르 353 7 300 46

라오스 116 2 84 30

브루나이 44 0 43 1

  단위: 명

출처: 법무부

•    By Nationality In 2018, Vietnamese students were the largest in comparison to other ASEAN Member 

States. Notably,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Philippines, Myanmar, Cambodia, Lao PDR have the 

largest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Master's degree programs. 

●  국적별 현황 2018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 중 주한 베트남 유학생의 규모가 가장 크며,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 학위별 유학생 중 석사과정의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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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EAN-Korea Centre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ndate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between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The year 2019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Republic of Korea Dialogue 

Relations and the 1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the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2019년은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과 

한-아세안센터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