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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In recent years, Korea and Australia have increased their economic
engagement and their investment partnership has expanded. The entry-intoforc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in 2014 and strong
governance and regulatory environments in both countries have facilitated this
expansion. As a consequence, bilateral capital flows have averaged around
$1 billion per year and both countries now rank each other among their top-ten
investment partners.
This has paved the way for closer business-to-business ties. Korean firms now
view Australia as a reliable partner and their successful partnerships have
encouraged Australian mining and energy companies to adopt an increasingly
global outlook. As an LNG exporter, Woodside has long-standing links to Korea,
a relationship that has in recent years expanded to include partnerships to
support energy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a market for hydrogen.
Taking the next step in strengthening Australia-Korea business and government
ties necessitates a closer examination of how they can work together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in which they are both situated. The Indo-Pacific with its
emerging economic architecture and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s the new context framing bilateral relations. The key will
be understanding Korea’s position in the region and its
outlook on the trends t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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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erth USAsia Centre special report reveals Korea’s successful
economic integration with Australia’s near neighbours in Southeast Asia
and also its efforts with India. Korea’s intensified business and diplomatic
activity in countries like Vietnam and Indonesia are welcome developments
for Australia. This report also offers regional perspectives on Korean
diplomatic and economic outreach, underscoring its positive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I anticipate that Australian business can lead deeper cooperation with Korea,
not only on projects on Australian shores, but in ASEAN and India, where there
is a shared strategic focus on economic engagement. Within these pages are a
discussion of Korea’s well-defined regional interests and the geopolitical and
economic forces which shape them. I trust this special report will serve as an
insightful resource for policymakers and business leaders who are seeking to
make an impact through partnership with Korea.

PETER COLEMAN

Chair, Australia-Korea Foundation
CEO and Managing Director, Woodsid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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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BY KYLE SPRINGER
Since the Post-World War II period, South Korea has existed as a significant
cultural,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entity within Asia. Now, as South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solidify under President Moon Jae In’s New Southern Policy
(NSP) and North Korea remains on-again-and-off-again regarding denuclearisation
talks, the peninsula enters a new stage of engagement with the Indo-Pacific reg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construct, Seoul
has made no formal endorsement of the Indo-Pacific construct. Nor has it used this
nomenclature in its strategy or policymaking.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backlash against the deployment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a subsequent informal
economic boycott in 2017, Seoul has been
reluctant to make a formal endorsement of
what is perceived to be a US-led strategy.
Any engagement with the Indo-Pacific has
been done at an arm’s length. Through its
‘New Southern Policy’, South Korea has
constructed a policy tool with which it can:
Decrease the dependence
it has on the ‘great powers’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1

Protect the increasingly
fragile relationship it ha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2

Diversify and foster foreign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and South Asian
states.

3

South Korea nonetheless has a strong
foundation for economic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through regional
institutions such as APEC and ASEAN.
Both Seoul and Pyongyang have
been involved in dialogues with these
organisations for at least two decades
or more. Recent engagement with
South and Southeast Asia is focussed
on closer economic networks that are
more diplomatically diversified and
security-embedded. For Australia
and South Korea, engagement aims
to cement security, cultural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iddle powers. South Korea’s
recent interest in diversifying its foreign
relations, broadening its strategic and
economic relations with India, also
reflects a greater desire for decreased
dependence on China. Furthermor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ontinue to sway the means
by which the Peninsula engages with
Indo-Pacific region. This is evident in the
recent disruptions and developments in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s
with Japan and Thailand, human
security issues in North Korea and
the rise of China’s geo-economic and
geopolitical power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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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f the key findings in our report include:
This Perth USAsia Centre special report examines South Korea’s engagement with
the Indo-Pacific construct and its involvement in the region. This report assembles a
range of different perspectives from analysts based throughout the region to present
a state-of-the-art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influence Korea’s economic, security, and diplomatic engagement.
The New Southern Policy (NSP), announced in 2017 by President Moon Jae-in on his
trip to Indonesia places a geographical emphasis on ASEAN and India. The Policy
seeks to diversity its economic relationships in the region by placing an emphasis
on accelerating negotiat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at promise to
reduce trade barriers and promote significant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These FTAs are significant in strengthening regional value chains in the face of
protectionist trends.
Under the NSP, South Korea has expanded its Asian diplomacy and strengthened
economic relations throughout Southeast Asia. While China remain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SEAN is fast emerging as a critical trade partner,
particularly Vietnam. Now, Vietnam accounts for nearly forty percent of ASEANSouth Korea trade. This increased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made
Vietnam Korea’s gateway to Southeast Asia where it is gaining an increased foothold.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formally endorse the US-led FOIP concept due to
concerns over Chinese reactions. Furthermore, South Korea remains preoccupied
by its own survival and security concerns on peninsula which constrain it from taking
a view regional. ASEAN provides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South Korea compared
to other regional players in terms of its approach to the Indo-Pacific region. While
the US, Japan and Australia all view FOIP as a security construct, ASEAN affirms its
neutrality. This better aligns with Korea’s approach under the NSP, which is centred
on ensuring its own independence and autonomy, avoiding a strategic reliance on
any one power.
South Korea has pursued strong relations with India that has seen steady increases
in economic, political, strategic, education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The
two countries share economic and security concerns, close connections with the US
and common concerns around China, North Korea and Pakistan, and have strong
economic ties as institutionalised under the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owever, bilateral relations have not yet met their full
potential, and there is potential for the two countries to work together within existing
frameworks on a shared agenda.
South Korea is a long-time alliance partner of the US. Since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War, the two Koreas have been engaged competition and South
Korea has been dependent on the US as a security guarantor. However,
South Korea finds itself in an increasingly complicated pos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Korea is economically dependent on
China as its top trading partner and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nflicting positions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7

8

The deployment of THAAD is the greatest example of this, where Korea was caught
between its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and accommodating US demands.
South Korea is currently engaged in a balancing a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must position itself to minimise the risks of conflicting positions. The NSP can be
seen as a hedging strategy to minimise the risk of being stuck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here are clear obstacles in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ir diverging
regional priorities, approaches and preferred strategies on how to deal with China.
While Korea is more inclined to accommodate China rather than push back due to
its relative weakness, the US opts for confrontation. There are gaps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that have been brought to light in the face of recent tens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curity alliance, Korea and the US require close coordination
of NSP and FOIP strategies. The US-RoK Joint Factsheet issued in 2019 identifies
interlinkages between the countries regional strategies and is the first step towards
alliance coordination to enable deeper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South Korea’s relations with Australia are healthy and has roots in Australia’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The two countries are economic partners with
similar sized economies and share an institutionalised security relationship,
holding annual “2+2” Foreign and Defence Ministerial meetings. There is a strong
convergence in how Australia and South Korea view the region, particularly in their
shared concern over China and the reliability of US presence in the region. Despite
these complementarities, there is still room for growth in the Australia-South Korea
relationship.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all short of Australia’s relations with
similar sized regional countries, particularly India and Japan. Bilateral development
is constrained by both countries’ preoccupation with their respective great power
relationships. And Australia remains largely absent from South Korea’s regional
agenda under the NSP, although it could be expanded to encompass Australia as an
important region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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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및 요약

BY KYLE SPRINGER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분야의 요충지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국제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NSP)으로 견실히 다져지고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는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OIP) 전략 구상이 도입된
이래로 서울은 인도-태평양 구상에 공식적인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명칭을 서울의 전략이나
정책 결정에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전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이후
2017년의 비공식적 경제 보이콧이 이루어진 이래로,
서울은 미국 주도 전략으로 인식된 것에 대해 공식적
승인을 주저해 왔습니다. 인도-태평양과의 참여는
팔길이 원칙 하에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울의 ‘
신남방 정책’을 통해 한국은 아래 사항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툴을 구성해 왔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및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1

미국과 중국에 대한 취약해져
가는 관계 보호, 그리고

2

동남 아시아인들과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다양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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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PEC 및
ASEAN 등 지역 제도를 통해 동남
아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견실한
토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
모두 이들 기관들과 최소한 20년 이상
대화에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과 동남
아시아와의 최근 협력은 더욱 긴밀한
경제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외교적 다양화와 안보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협력은
두 개의 미들 파워 국가들 간의 안보와
문화적, 경제적 협력을 굳게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이 인도와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넓히면서 외교
관계 다양화에 최근 관심을 가진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에 대한 갈망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참여하는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뒤흔듭니다. 이는
일본과 태국과의 군사 정보 공유 계약에
있어 최근의 혼란과 진전, 북한과의
안보 문제 그리고 중국의 지리 경제학적
및 지정학적인 파워 행사 증가세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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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erth USAsia Centre의 특별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과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지역 전체에 기반한
분석가들의 다양한 여러 관점을 규합하여 한국의 경제, 안보 및 외교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분석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선언한 신남방정책 (NSP)은 ASEAN과
인도에 지리적 강조점을 둡니다. 이 정책은 이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 다양화를 추구하며
그 방법은 무역 장애 축소,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무역 및 투자 관계 증진을 약속하는 자유
무역 협정 (FTA) 협의의 가속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들은 보호주의 경향
하에서 지역적 가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국은 아시아 외교를 확장하여 동남 아시아 전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규모 무역 파트너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ASEAN,
특히 베트남이 주요 무역 파트너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ASEAN한국 무역의 거의 4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에 증대하는 협력을 통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로 가는 한국의 관문이 되었으며, 점점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동남 아시아에 대한 베트남 한국의 관문을 만들었으며 이 곳에서 점차적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측 반응에 대한 우려로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개념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데에 주저해 왔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자국의 생존 및 안보에
몰두하는 바, 지역적 관점을 취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
방법의 관점에서 볼 때, ASEAN은 다른 지역 플레이어들에 비하여 한국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미국, 일본 및 호주가 모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안보
구상으로 보는 반면에 ASEAN은 이를 중립적 관점에서 대합니다. 이는 신남방정책 하의
한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어느 하나의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피하려는 한국의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와의 견고한 유대관계를 추구해 왔으며 경제, 정치, 전략, 교육 및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들 두 국가는 경제 및 안보 우려사항,
미국과의 밀접한 연결 그리고 중국, 북한 및 파키스탄 주변의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도-한국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쉽 협정 하에 견고한 경제적 유대를 보유합니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는 잠재적 최대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며 두 국가가 공동 사안에 대한
기존의 틀 내에서 함께 협력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한국 전쟁의 종결 이후에 남북한은 경쟁을 해 왔으며
한국은 미국을 안보 보장 역할자로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더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두 강대국 간의 갈등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THAAD 배치는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갈등 상황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신남방정책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교착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대비 전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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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지역 우선 순위, 접근 방법 그리고 선호되는 전략
차원에서 갈라지는 미국-한국 관계에 명백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
약함으로 인해 중국을 밀어내기 보다 수용하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에 미국은 정면 대결을
선택합니다. 미국-한국 동맹에서 보이는 차이들은 최근의 긴장을 마주하면서 불거져
왔습니다.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신남방정책 및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 발행된 US-RoK Joint Factsheet은
두 국가의 지역 전략 간의 상호 연결 고리를 파악한 것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더 긴밀한
협조를 향한 동맹 간 조정의 첫 단추입니다.
한국의 호주와의 관계는 건강하며 이는 호주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적 파트너이며 제도화된 안보 관계를
공유하고 매년 “2+2” 외무부 및 국방부 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호주와 한국이 이
지역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어, 특히 이 지역에서 중국 및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두 나라 간에 강한 교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에도 불구하고
호주-한국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성장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국가 간의 유대 관계는
유사한 규모의 지역 국가들, 특히 인도 및 일본 대 호주 관계에 미치지 못합니다. 양국 간의
발전은 강대국들에 대한 각자의 상황에 의해 제약됩니다. 또한 호주는 한국의 중요한 지역
파트너로서 포함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국의 지역적 사안에 크게
고려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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