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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통합: 대응 부재시 초국가적 조직범죄 증가 우려 
 

방콕 (태국) 2014 년 10 월 31 일 – 오늘 방콕에서 개최된 UN 고위급 회의의 

참가자들은 2015 년 부터 시작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회원국들 간 

지역통합(아세안 공동체 2015)과 같은 아시아지역내 통합이 초국가적 범죄 

증대로 인해 지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대다수의 지역내 국가들의 

국경관리기관,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몇몇 발표자들은 대다수의 아시아 지역내 정책 결정자들이 교통체계 

발전에 투입되는 막대한 양의 자본과 점점 더 낮아지는 무역 및 비자 장벽과 같은 

좋은 취지의 정책들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고위급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국가별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마약생산 및 밀수, 

인신매매, 이주민 밀수, 모조상품 및 위조의약품 밀수, 그리고 환경범죄 

(불법목재  및 야생동식물 밀수) 와 같은 다양한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더욱더 

증가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만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들은 연간 100 조원에 달하는 

불법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을 

통해 지역내 국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유엔마약및범죄국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장 제레미 

더글라스 (Mr. Jeremy Douglas)는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뿐 

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들은 막대한 양의 

불법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수익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제레미 더글라스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국경관리와 

법집행기관 및 사업기관의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들은 계속해서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국가의 주권을 무시한체 

그들의 세력을 넒히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내 번영과 안전을 저해할 것 입니다”. 

그는 이어서 “지역내 불법자금 유통의 증대는 부패를 촉진시키고 경제상황을 

왜곡하며 나아가 시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오늘 개최된 ‘효과적인 공공안보를 통한 아시아 지역통합 지원(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Asia Through Effective Public Security)’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유엔마약및범죄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지역내 외교사절단 및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여 지역통합계획 및 이로인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국가적범죄위협과 관련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레미 더글라스는 “아시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들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막대한 불법자금을  창출하는 진원지이자 최종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 

라고 강조하며 가속화되는 아시아지역 통합과 관련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지역내 국가들과 관련 유엔기구 및 국제사회가 함께 한다면 많은 경제적 그리고 

공공안전 이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언론 문의처  

  

심인식, 유엔마약및범죄국 정보분석관  

UNODC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M: + 66.22.88.2473 E: inshik.sim@unodc,org  

  

Mr. Akara Umapornsakula,  

UNODC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M: +66.22.88.1906      E: akara.umapornsakula@unodc.org 

 

Mr. Richard Priem,  

UNODC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M: +66.86.365.3606      E: richard.priem@uno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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