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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대응과 지역협력의 전개
에 관한 특집을 구성하고 그 방향성을 논의하는 서론이다. 우선, 동남아의 코
로나19 대응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소개하고 ,후속 연구 공조에 동의하는
동남아연구자들의 포럼 형성을 보고한다. 두 번째로, 국가별 초기 대응 사례 연
구를 위해 사례 집단을 분류하고, 대표 사례를 선정하며 그 연구 가치를 논한
다. 세 번째로 아세안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동태를 연구할 필요성과 고려 사
항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구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담는다. 구
체적으로 비교적 시각에 입각한 사례 연구, 독립 변수로서 국가 능력과 정치리
더십 및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 감염병 대응 기관의 체계와 운영에 관한 비교연
구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동남아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
지 제도의 발전, 그리고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의 인간 안보 협력의 심화 등
이번 팬데믹이 유발할 긍정적 변화까지 장기적으로 함께 추적하자고 제안한
다.
주제어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아세안, 인간 안보, 지역 협력, 국가 능력,
리더십, 비교연구, 동아시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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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 다만
우리가 경계하고 단호하며 단결한다면, 이 질병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Facebook: @leehsienloong).

지난 3월 27일에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전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 당시 ‘방역 모범’ 사례로 일컬어지던
싱가포르는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수개월간 건설직 이주노동자들을
사이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며 코로나 대응에서 고전을 면치 못
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초 감염자 발생 후 100일이 경과할 때 방역
성공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자축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달 8
월 중순부터 감염의 두 번째 파도를 맞이하여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
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에 맞서려
면 우리가 실로 주의하며 협력하고 적시에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감염병 대유행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할 것이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선에서 너나없이 싸워야 한다. 감염병 대응 전선의 최전방에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가 있지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비교하고
인과관계를 찾고 다각적 파장을 가늠하고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려
는 학계의 연구도 이번 ‘총력전’(total war)에 가세하는 후방 지원 활
동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이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가치사슬과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우리
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에 이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전개는 정밀하
고 꾸준하게 추적 관찰되어야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
로 유사한 환경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이 취한 대응 전략의 성패는 우
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교훈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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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보건
의료 협력체계를 상설 운영하는 동아시아 역내 유일의 기구로서 감
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의 회랑을 제공하기에 우리가 그 동태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중대하고 시급한 연구를 촉진
하기 위하여 “코로나19와 동남아시아” 특집을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 논문은 특집의 기획자로서 제시하는 서
론이다.

Ⅰ. 우리 동남아학계의 코로나19 대응
동남아 코로나19 전개 및 대응에 관한 우리 학계의 첫 번째 연구
성과는 4월 17일에 전동연(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이슈페이퍼 1호로
발간되었다(김희숙․유민지․김다혜․김현경․양영란․전제성
2020). 36쪽에 달하는 이 페이퍼는 6명의 전동연 연구자들이 작전하
듯이 협력하여 동남아 11개국 전체의 동향을 비교한 포괄적이고 집
단적인 연구 성과였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이른 출발이었다. 호주
국립대에서 발간하는 저널 뉴 만달라(New Mandala)가 “코로나바
이러스 시대의 동남아”(Southeast Asia in a Time of Coronavirus) 연
재를 시작한지 이틀 뒤였고, 교토대 동남아지역연구소(CSEA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가 “코로나 연대기: 현지의 목소
리들”(Corona Chronicles: Voices from the Field) 연재를 시작하기
20일 전이었다. 이후 전동연은 코로나19 관련 이슈페이퍼들을 추가
로 연속 발간하였다(서보경 2020; 고영경 2020; 양영란․김희숙
2020; 유민지 2020).
한편 서강대 동아연구소도 웹진 서강동연 3호와 4호에 걸쳐 싱
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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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했다(김종호 2020; 백용훈 2020; 유예지 2020;
정정훈 2020; 고은비 202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VIP진출기업현
지화지원사업단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과
기업환경 변화에 관한 정책보고서 로컬 인사이트를 발간하였다
(엄은희․육수현․이지혁 2020). 이렇듯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
행하는 3개 연구소의 선도는 동남아의 감염병 대응 연구자들끼리 모
임을 결성하고 함께 공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협력 연구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대응포럼’이 전동
연 주관으로 5월 19일에 출범하였다. 순차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17
명의 학회원들이 동남아 각국 및 아세안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모니
터링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전동연이 주관하게 된 경위는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동남아학회가 국가별 · 주제별 연
구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학계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필
자의 지론이다(전제성 2018). 이에 대해 정연식 학회장도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연구위원회를 결성한다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동남아학회 산하 보건복지연구위원회를 시
범적으로 결성코자 하였으나 위원장직을 수락하는 회원을 찾지 못
하였다. 그래서 전동연이 포럼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
것이 소극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인 이유는 보건의료 문제가 전동연이 수행해야 하
는 주요 연구영역 중에 하나라는 점이다. 전동연이 수주한 한국연구
재단 과제가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보건․복지
연구”여서 연구진 전원을 코로나19 대응 연구에 투입하였고 관련
연구 성과들을 다양한 경로로 확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근거로 전동연이 포럼의 한시적 거점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할 것으
로 판단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대부분이 대학 연구소에 쏠리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학회의 활동을 대학 연구소들이 후원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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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해야 한다는 것 역시 필자의 지론이다(Jeon 2019). 물론 포럼 운영
의 성과를 바탕으로 애초의 기획처럼 한국동남아학회 산하 보건복
지연구위원회가 머지않아 출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대응포럼은 이번 특집 편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
였다. 포럼은 다양한 발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연구 협력을 강화하
고 성과 확산을 촉진했다. 2020년 5월 8일에 대한민국 외교부 아세
안국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포럼의 전동연 참여진이 동남아의 코
로나 대응에 관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어서 포럼은 5
월 27일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
기념 전문가정책간담회 “‘사람중심’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에
서 보건협력 패널을 구성했고, 지난 8월 21일과 22일에 화상으로 개
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와 동남아 패널을
조직하여 참여했다. 다가오는 10월 16일에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개최하는 제7회 신흥지역연구통합학술회의도 한국동남아
학회의 이름으로 신남방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패널을 구성
하여 참여할 계획이다.
동남아의 코로나 대응에 관하여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구
들이 각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학회지를 포함
하여 여러 학술지에 수록된 동남아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성과들을
선별하여 학술단행본으로 편집 발간할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학회
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물론이고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보건의료 전
문가들의 연락도 기대한다. 감염병 대응 연구는 인문사회계를 넘어
서는 광범위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포럼이 간호학이나 의학 연
구자들을 포괄하는 융합연구의 실험장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국제
적 연구 공조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교토대 동남아지역연구소의
요코 하야미(Yoko Hayami) 소장은 이미 작년에 15인의 전문가로 구
성된 동남아 보건의료 연구팀을 출범시켰다. 이런 연구팀과 우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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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이 연구 정보 교환부터 시작하여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자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점진적 상향의 방식으로 국제적 연구 공조
를 추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

Ⅱ. 국가별 대응 사례 연구
우리의 우선적 관심은 동남아 국가별 코로나19 확산과 대응에 관
한 것이었다. 동남아의 초기 대응은 국가별로 제각기 이루어졌기 때
문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비교하자면 동남아 각국의 대응은 대체로
양호한 사례에 속한다. 초기 과정에서 감염이 들불처럼 확산되던 ‘이
탈리아화’ 현상을 피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살펴봐도 미국이나 브라
질, 스페인처럼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져들지도 않았다. 동남아 국가
대다수의 대응 방식은 한국과 대만 사례까지 포함하여 ‘동아시아 방
역 모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
달리 동아시아 방역 모델에서 동남아 일부 국가는 주변이 아니라 중
심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서 한
국과 대만 같은 동북아 국가들이 모델의 “핵심”(core) 사례에 속하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준발전국가”(semidevelopmental state)로 불리며 주변적인 존재로 구분되곤 했다(Islam
and Chowdhury 2000). 그렇지만 동아시아 방역 모델에서는 베트남
과 태국 같은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이 선도적 핵심으로 떠오르며
더 이상 주변성에 머물러 있지 않는 역량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 전선에서 놀랍도록 잘 싸우고 있
지만 지역 내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편차도 존재한다. 상대적이고
잠정적이지만 과감히 구분하자면 ‘좋은 사례’(the good), ‘나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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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the bad), ‘이상한 사례’(the mysterious)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
을 것 같다. 동남아의 코로나 대응에서 좋은 사례의 선두는 베트남이
고 태국과 브루나이도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초반에 고전했던
말레이시아도 지금은 이 부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대표적
인 나쁜 사례는 필리핀이고 그 다음을 인도네시아가 우려스럽게 뒤
따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범 사례에서 문제 사례로 전환된 경우에
속한다. 여전히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는 미얀마, 캄보디
아, 라오스, 동티모르 사례이다.
우리는 세 가지 부류를 대표하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과 싱가포
르, 그리고 미얀마 사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인다. 베트남과 태국 사
례를 통해 우리가 참고하고 응용할 정책들을 찾을 수 있겠고, 필리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대응은 그 부침의 과정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
에게 이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양영란 · 김희숙 2020). 더구나
국제항으로서 일찍이 세계적인 감염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싱
가포르 사례는 역사적으로 맥락적 변천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동남
아에서 가장 늦게 확진자 발생이 보고된 미얀마 사례는 모호성을 줄
이고 분류를 완성하려는 ‘앎에의 의지’, 그리고 방역 지원 전략을 적
절히 설정하려는 실천적 의도를 담아 특집에 포함시켰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밀접성이나 의료역량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확진과 치명
의 수가 적은 기이한 사례다. 그런데 최근에 소수종족 지대에서 감염
의 2차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가 방역의 지방적 편차에
관한 관심을 요하는 사례이기도 하다(김희숙 면담, 2020.08).
지금까지 잘 싸웠다고 세계의 이목을 끄는 베트남 사례 연구는 특
별히 두 편의 논문을 수록할 계획이다. 이번 호는 “전쟁처럼” 수행된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고찰한 논문이 먼저 실린다. 베트남
전문가이자 인류학자인 육수현 박사는 베트남 정부의 단호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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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리더십, 국민적 동의와 협력을 동원하는 전략적 선전과 전쟁의
수사,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한국과 베트남의 갈
등의 해소 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다음 호에 수록될 베트남 사례
연구는 초기 대응을 넘어 더 긴 과정을 종합하면서 보건의료적 차원
의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으려는 동남아 국가별
대응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연구가 희소한
국가 사례 연구는 권장되어 마땅하다. 이번에도 그랬듯이 다음 특집
도 동남아의 다양한 국가별 대응 관련 사례연구나 비교연구의 투고
에 대해 열려있다.

Ⅲ. 아세안의 대응과 지역협력 연구
국가별로 긴박하게 이루어진 초기 대응의 이면에서 지역협력이
논의되었고 머지않아 성과를 보인다. 의장국 베트남의 리더십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에 그리고 아세안과 그 주요 상대국 간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일찍이 이루어고 있었다(Hoang Thi
Ha 2020). 4월 14일 오전의 아세안정상회의, 그리고 오후에 이어진
아세안+3특별정상회의(Special ASEAN Plus Three Summit on
Coronavirus Disease 2019)의 공동성명 발표는 동아시아 차원의 코로
나19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을 본격 출범시킨 분수령이었다(김희숙
외 2020: 27-28; Retno 2020).
우리도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층위로 구상되
고 전개되는 역내 보건의료협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수
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런 협력 틀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실질적이
고 호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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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연구는 아세안의 체계와 능력을 회의하고 비판하는
연구 경향이 한 편에 자리한다면 아세안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
는 연구 경향이 다른 한편을 차지한다고 다소 거칠게 대별할 수 있
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었던 마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는 후자의 입장에서 아세안의 체계와 능력까지 옹호하
는 긍정의 시각을 끈기 있게 설파한다(마티 2019). 동아시아 차원의
방역 공조와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제공하는 각
종 협의의 장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코로나
긴급 대응 전선에서는 후자의 시각이 앞장 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특집도 아세안의 감염병 대응과 신남방정책의 방향
성을 검토하는 논문부터 수록한다. 아세안 및 말레이시아 전문가이
자 국제관계연구 정치학자인 김형종 교수는 아세안의 코로나19 대
응 과정을 개관하고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더 중시하는 방향
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호 특집은 한 · 아세안 보건협력을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들
을 제시하는 논문도 수록할 예정이다. 보건협력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병대응의 내공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백신 및 치
료제에 대한 약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추진으로 이어
지려면 우리가 지금 성찰하고 바꿔야 할 바가 적지 않다(서보경
2020).

Ⅳ. 비교적 시각과 연구 방법
우리 연구의 분석적 발전과 실천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대응에 관심을 국한하지 말고 비교연구를 수행하거나 비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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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일사례를 다루더라도 비교적 시각에서 접
근해야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비
교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치체제는 대응 성패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에 따라 감염
병 대응 성패가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Kleinfeld 2020).
비교적 시각에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주요 변수는 국가 역량
(state capacity; state capability)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원 자체보다 그것을 동원하는 체계와 관계에 더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 역량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국가 특성을 따져갈 때 지방분권의 문제나 지방정부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국가 역량이 아무리 훌륭하
더라도 적시에 동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치리더십도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역이 효과적이려면 사회의 수용적 협력도 필수적이다(Fenner
2020).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는 덜 진전된 상태지만, 적어도 우리
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투명성(transparency)이
체제(regime)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협력의 정도를 비교할
때 문화 변수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주의와 방임
의 문화가 우세한 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치명의 비율이 더 높다
는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Pusic 2020).
글로벌 팬데믹이라 데이터도 글로벌 수준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
래서 동남아 역외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의 비교가 용이하다. 교차지
역적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각국의 국가 역량과 정치리더
십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방역은 특히 그 3요소인 물자 · 공간 · 인력의 체계적인 준비
와 적시 동원이 결정적인 관건이다. 방역 동원의 체계와 운영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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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국가 역량과 리더십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이고도 실질적인 판별을 기하려면 동남아 각국 질병관리본부의 구
성과 운영체계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방역담당기관에 관한 비교
연구는 정책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는 학술적 가치도 지닐 것이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가 소속 연구진 36명을 동원하여 집필 발간
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는 각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그런데 미국, 영국, 독일, 중
국,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남아는 포괄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
긴다. 우리는 이런 연구를 동남아로 확장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이 때 체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아야 한다. 질병관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비과학성은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Yohanes 2020; Mietzner 2020). 그런데 코로나로 가로막혀 우리가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은 현지조사
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지역연구자들도 곤경에 몰아넣고 있지
만, 이에 맞서 현지인 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방법을 적극 동원하다
보면, 우리와 현지인 사이의 호혜성(reciprocity)이 더 증진되는 긍정
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비교연구는 공간의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
야 한다. 즉 같은 나라에서 시기별 변화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사스
나 메르스처럼 심각한 감염병 피해의 경험은 국가의 대응 역량 향상
과 단호한 리더십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추정되고 있다
(Fenner 2020; Kok 2020; 오민호 2020).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대
유행했던 감염병 대응 경험과 그로인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쓰라린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방역 자원을
확충하고 체계를 가다듬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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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팬데믹과 비교하는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지만 한 세기가 넘는
시기에 걸쳐 동남아가 경험한 팬데믹들을 포괄하는 비교역사로 확
장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의 차원에서 고려할 바가 한 가지 더 있다. 사스와 같
은 다른 팬데믹들이 그랬듯이 이번도 여러 차례의 파도를 일으킬 것
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는 초기대응 연구였고 인과분석
도 첫 번째 파도 시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방어에 성공
했더라도 방심하여 두 번째에 고전할 수 있고, 첫 전투에서 고전했더
라도 학습하여 두 번째부터 잘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
의 팬데믹 내에서 파도별 대응 변화를 비교 연구하는 방향으로 파도
를 타며 전진해야 한다. 이러한 팬데믹 내의 국면 간 비교는 역동적
인 기술과 새로운 시사점 도출, 특히 정치적 변수 분석의 심화에 도
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19는 연구자들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단
지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방어적 담론에 머물지 말고 이번 바이
러스의 대유행이 만들어낼 전환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타진하고
탐구한다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시대의 집단적 경험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향한 동남아의 지난한 역정에 어떤 결정적 자극
을 줄 것인지, 단기적인 재난지원금 살포를 넘어서 어떻게 동남아
복지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지,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의 인간안보
협력을 얼마나 격상시킬지 연구해보자는 것이다.
1997년부터 동아시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되돌아보자. 인도네
시아의 경제위기는 특히 파국적이었다. 분쟁이 빈발하고 많은 이들
이 사망했다. 위기의 완전한 극복에 7년이나 걸렸는데, 그 대미에
국가사회보장제도법의 제정이 있었다(전제성 2007). 그런데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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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었다고 오늘날
평가받고 있다(Nafsiah 2015; Ardila 2020).
우리 동남아학계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서강대 동아연구소를 중심으로 2년간,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를 기반으로 3년간, 도합 5년 동안 경제위기의 전개, 대응 및 파장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7권의 총서를 연속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
다.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그랬듯이 이번 싸움도 장기전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단기승부를 기대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며 바이러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끈질기게 추적하는 연구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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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ID-19 and Southeast Asia:
Introduction to Special Edition

Je Seong JE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introduction to discuss the composition and
direction of the special edition on the respon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mid the shock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First, it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research on the response to
COVID-19 in Southeast Asia, and reports the formation of a Korean
scholar forum to do follow-up research of Southeast Asia in a time
of COVID-19. Second, for early response case studies by country in
Southeast

Asia,

cas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representative cases are selected, and the value of the case studies
is discussed. Third, the focus and considerations to study the
dynamic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EAN and East Asia are
presented. Finally, some suggestions are made to advance the joint
research. Specifically, it emphasizes the case studies based o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state capacity, political
leadership and social cooper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necessity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Furthermore, it was proposed to trac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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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changes that this pandemic would cause in the long term,
such as the development of various welfare systems includ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deepening of human security cooperation in ASEAN and East Asia.
Key Words: COVID-19, infectious disease, pandemic, ASEAN, human
security, healthcare, regional cooperation, state capacity,
leadership, comparative studies, East Asia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